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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경

A동 융합공학관 1F 실내건축학과, 제1열람실, 첨단강의실, 소방방재학과, 2F 소방방재학과, 전기에너지공학과, 3F 전기에너
지공학과, 휴게실

B동 생명공학관 1F 식품의학학과, 공동기기실험실, 2F 식품영양학과, 다용도학습관, 전자강의실, 3F 외식조리학과, 한식조리
실습실, 양식조리실습실, 레스토랑실습실, 4F 제약공학과, 5F 물리치료학과

C동 사회과학관 1F 특수교육연구소, 제3열람실, 2F 호텔관광학과, 3F 관광일어학과, 국제한국어교원학과, 4F 경영학과

D동 교육과학관 1F 교직과정부, 단체급식실습실, 2F 특수체육교육과, 제과제빵실습실, 3F 초등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4F 유아교육과, 휴게실

E동 상문체육관 1F 제1, 2무용실, 2F 예비실, 3F 사회체육학과, 4F 실내체육관, 태권도ㆍ유도연습장, 트레이닝실, 5F 풋
살경기장, 펜싱연습장

F동 예술관 1F 미용실, 2F 미용예술학과, 3F 강의실, 4F 피부관리실, 헤어디자인실, 메이크업실

G동 수송공학관 1F 내연기관실험실, 2~3F 기계자동차공학과, 4F 동아리방, 5F 조선해양공학과

H동 보건복지관 1F 취업지원본부, jobcafe, 정보검색실, 제2열람실, 첨단강의실, 2F 교양과목강의실, 3F 간호학과, 4F 사회
복지학과, 5F 경찰행정학과,
6F 병원관리학과, 7F 교수연구실, 8F 방사선학과, 교수연구실

I동 국제관 B1 음악학과연습실, 1F 평생교육원, jobcafe, 2F 음악공연학부, 콘서트홀, 3~4F 산업디자인학과, 5F 부
동산지역개발학과, 국제어학원

대학본부 2F 대학박물관, 3F 학생종합서비스센터, 학생처(학생지원팀), 교무처, 입학홍보처(입학홍보팀, 대외협력팀), 대
학원교학과, 4F 총장실, 부속실, 사무처(총무팀, 회계팀), 5F 산학협력단, 기획처(기획평가팀, 학술정보팀), 
6F 전산정보원, 예비군대대, 노동조합, 교수협의회

기 타 1 중앙도서관 2 변전실 3 실습실 5 운동장 6 테니스장 7 대학본부 8 학생복지관 9 변전실 10 제2
생활관 11 수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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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K 상징물

심벌마크는 한국국제대학교 UI(University Identity)의 기본적이 요소로 모든 시각적 표현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비주얼 콘셉트는 대학의 영문 이니셜을 중심으로 상단의 큰 타원은 힘 있게 약진하는 교세의 국제화, 세계화를 

상징하였고 중앙의 정원은 대학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대학의 구심점인 자아를 표현하여, 새로운 정신이 

싹트는 대학, 학생들의 강한 의지와 기상을 표현하였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미래지향적인 형상으로 시각화 시켰으며, 아울러 친근감, 조형성, 독창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한국국제대학교 교기는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정기와 약기로 구분되며, 대학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이므로 고급재질에 정밀한 

자수처리를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엠블럼은 심벌, 로고타입과 함께 한국국제대학교를 나타내는 중요한 시각

적 요소이다.

엠블럼은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이용하여 조합하였으며 장식적이면서도 

복잡하지 않은 요소로 사용하기 편리한 시스템이다.

설립자의 교육철학을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지역산업의 세계화를 선

도할 수 있는 인재와 대학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성실(誠實), 

창의(創意), 봉사(奉仕)”의 교육이념을 도출,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실용적 국제화를 선도하는 창조적 인재양성을 교육”하는 것을 대학의 사

명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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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작사

Moderato 박중후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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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ㆍ이사장

설립자

경해(耕海) 강명찬(姜明贊) 박사

학교법인 일선학원 이사장

강경모(姜敬模) 인문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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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사일정표

요일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학 사 계 획

3월

1

2 3 4 5 6 7 8 1 삼일절

9 10 11 12 13 14 15 3 1학기 개강

16 17 18 19 20 21 22 11 총학생회 출범식 및 신입생 OT

23 24 25 26 27 28 29 18 개교기념일

30 31 29 수업일수 1/4선

4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7~11 졸업사진촬영

13 14 15 16 17 18 19 21-25 1학기 중간고사

20 21 22 23 24 25 26 24 수업일수 2/4선

27 28 29 30

5월

1 2 3 5 어린이날

4 5 6 7 8 9 10 6 석가탄신일

11 12 13 14 15 16 17 20 수업일수 3/4선 

18 19 20 21 22 23 24 21~22 상문체육대회

25 26 27 28 29 30 31 27-29 하계계절학기 접수

6월

6 현충일

1 2 3 4 5 6 7 9-13 1학기 기말고사

8 9 10 11 12 13 14 16 하계방학 및 계절학기 개강

15 16 17 18 19 20 21 16~20 해외문화탐방

22 23 24 25 26 27 28 25 1학기 성적이의신청

29 30

7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4 1학기 출석부 및 성적전표제출

13 14 15 16 17 18 19 17 제헌절

20 21 22 23 24 25 26 18 하계계절학기 성적ㆍ출석부제출

27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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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사일정표

요일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학 사 계 획

8월

1 2

3 4 5 6 7 8 9 5 후기졸업사정회

10 11 12 13 14 15 16 14~21 2학기 등록기간

17 18 19 20 21 22 23 15 광복절

24 25 26 27 28 29 30 20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31

9월

1 2 3 4 5 6 1 2학기 개강일

7 8 9 10 11 12 13 7~10 추석 / 10일은 대체휴일

14 15 16 17 18 19 20 27 수업일수 1/4선

21 22 23 24 25 26 27 24~26 교직원졸업사진 촬영

28 29 30

10월

1 2 3 4 1~2 상문대동제

5 6 7 8 9 10 11 3 개천절

12 13 14 15 16 17 18 9 한글날

19 20 21 22 23 24 25 20~24 2학기 중간고사

26 27 28 29 30 31 23 수업일수 2/4선

28~29 총학생회선거일/총대의원회선거일

11월

1

2 3 4 5 6 7 8 13 2015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일

9 10 11 12 13 14 15 18 수업일수 3/4선

16 17 18 19 20 21 22 25-27 동계계절학기 접수

23 24 25 26 27 28 29

30

12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8-12 2학기 기말고사

14 15 16 17 18 19 20 15 동계방학 및 계절학기 개강

21 22 23 24 25 26 27 17~19 2015학년도 학생회 간부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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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학사일정표

요일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학 사 계 획

28 29 30 31 25 성탄절

2015년

1월

1 2  3

4 5 6 7 8 9 10 1 신정

11 12 13 14 15 16 17 12~16 전과 / 복수전공 / 재입학 신청기간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월

1 2 3 4 5 6 7 3 전기졸업사정회

8 9 10 11 12 13 14 12~17 2015년도 1학기 등록기간

15 16 17 18 19 20 21 18~20 설날

22 23 24 25 26 27 28 23 2014학년도 학위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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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목적 해설

1. 건학정신 및 교육이념

가. 건학정신

 [그림 1] 건학정신

설립자 故경해(耕海) 강명찬(姜明贊) 박사는 배우지 못해 가난했던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

해, 기독교 정신의 참된 교육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국제대학교를 설립하였다.

우리 대학교는 1977년 7월 학교법인 일선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1978년 3월 진주여자실업전문학

교로 개교한 이래, 1979년 1월 진주여자전문대학으로 개편, 1980년 진주실업전문대학, 1989년 진주

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2003년 고급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명을 진주국제대

학교로 하여 4년제 종합대학교로 발전하였으며 2008년 3월 교명을 한국국제대학교로 변경함과 동시

에 전국 10위권 대학 진입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2창학을 선포하였다.

지난 약 40년간 우리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명시된 대학의 보편적인 목적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가와 민족이 부여한 역사적 사명과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특성화된 지방 

사립 종합대학교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통해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

설립자의 건학정신에는 1) “기독교 정신으로 참되게 배우고 정답게 사귀자”라는 기독교의 사랑과 타

인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치는 참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2) “남보다 못살고 못 배워 고통 받

던 때를 벗어나 잘 사는 사람이 되자”는 글귀에는 실용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통해 남에게 이끌

림을 받는 자리에서 남을 이끄는 자리에 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창의적 지도자 양성이

라는 교육철학이 내포되어 있다.

나. 교육이념 및 교훈

우리대학은 설립자의 교육철학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지역산업의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와 대학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성실(誠實), 창의(創意), 봉사(奉仕)’의 교육이념을 도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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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실용적 세계화를 선도하는 창조적 인재양성을 교육’하는 것을 대학

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우리의 교육이념은 ‘학생 인생의 올바른 변화’를 유발시키기 위해 실용적 교육 이전에 부모에게 효도

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는 물론이고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건전한 인성 및 

보편적 윤리의식과 폭넓은 문화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교육의 근본이고 어떠한 지식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 교육이념 및 교훈

또한, 설립자의 교육철학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남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과 우리 지

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의 내용으로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과 창조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산업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교육의 중요성 역시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이 인도주의적 가치관으로 진리와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인간 궁

극의 행복이 가짐이 아니라 나눔임을 깨닫게 하여, 숭고한 기독교 정신이 우리 지역의 이웃과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대학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은 대학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정도로 격변하고 있으며, 경제적 대전

환기를 맞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안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부단한 노력과 혁신을 통해 대학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 대학의 위

상을 드높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大學革新 2025-Back to the Basic』 대학발전계획을 통해 대학 설립당시의 교육적 초

심으로 돌아가 설립자의 건학정신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추구해야할 교육이념을 새롭게 정의

하고 공유하여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교육적 수월성을 달성해 가야 한다. 한국국제대학교

는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을 설립한 故강명찬 박사의 숭고한 교육철학을 계승ㆍ발전시켜, 인간으로의 

기본적인 예의와 어떠한 어려움에도 강인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그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도

록 하여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며, 우리의 교육을 받았던 인재들이 자신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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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국가를 위해 봉사ㆍ헌신하는 것을 인간으로서의 가장 행복한 도리임을 알고 실천하게 함으로

써 학생 인생의 올바른 변화와 지역 사회의 세계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2. 교육목적

우리대학의 교육목적은 기독교 정신의 건학정신과 교육이념을 계승․발전시켜, 인간으로의 기본적인 예

의와 어떠한 어려움에도 강인하게 도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길러낸 인재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사회의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 대학의 교육목적

또한 우리의 인재들이 자신보다는 지역과 국가를 위해 봉사․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임을 알고 실천

하게 함으로써 학생 인생의 올바른 변화와 지역 사회의 세계화를 선도하는데 있다.

우리의 교육목적은 “성실, 창의, 봉사”의 교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가 지역민의 행복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3. 교육목표 및 인재상

가. 교육목표

우리는 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도출하여 교육실천의 지표로 삼고 

있으며, 교육목표의 실천을 통해 “바른 인성과 실용적 재능을 함양하여 지역의 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그림 4]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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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역량 실천적 인재상

참된 인성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인간적 소양을 갖춘 인재

지역의 사회와 국가를 사랑하는 바른 시민적 소양을 갖춘 인재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의식과 자신감이 충만한 인재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적 윤리의식을 실천하는 인재

기독교 정신을 이해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인재

지역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인재

건강한 육체와 밝은 정신으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재

조직 구성원을 이해하고 논리적인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

인간적 매력과 팀워크를 발휘하여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실용적 전문성

국제적 다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인재

전공을 대표하는 전문 자격증을 다양하게 취득한 인재

정보기술의 활용 능력을 함양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인재

현장의 선진화를 이끄는 실용적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회계학 등 기업과 조직에서 요구하는 기본적 지식을 갖춘 인재

[표 1] 대학교육의 실천적 인재상

나. 인재상

우리는 건학이념의 구현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국제대학교의 교육시스템이 추구하는 인재

상을 “참된 인간적 품성과 실용적 지식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창의적 인재”로 설정하였다.

[그림 5] 인재상

다. 실천적 인재상

우리 대학의 교육적 지향점은 인재가 갖추어야 할 “참된 인성”, “실용적 전문성”, “창의적 문

제해결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21

인재역량 실천적 인재상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조직을 혁신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분석적 사고로 조직이 발전해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인재

다양한 지식을 복합적으로 연동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

지역의 세계화를 위해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인재

자신의 능력을 총결집하여 문제를 풀어내는 책임감 있는 인재

 [표 1]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우리의 교육활동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신감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으로 지

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참된 인성과 실용적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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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의 교육체계도

[그림 6] 교육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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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大學革新 2025의 체계도

[그림 7] 大學革新 2025 체계도

『大學革新 2025』는 기독교 정신의 참된 교육실천으로 학생행복과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비전

으로 ‘2025년 동남권역 10위권 지역기반 강소대학’ 도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사람’, ‘조

직’, ‘재정’ 분야의 실행과제를 실천하여 대학교육 및 경영행정 선진화를 추구한다.

우리 대학의 대학발전계획인『大學革新 2025』는 외부환경, 조직 및 재무환경, 교육환경, 내부역량 

등을 분석하여 대학이 지향해야 할 장기비전, 발전목표, 전략방향, 혁신영역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도출하여 예산편성과 연동시켜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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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혁

1. 대학연혁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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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2004

2000

2001

2002

05.31

08.20

05.30

11.16

교육부 평가 5개 부문 우수대학 선정

진주학사 준공

진주국제대학교로 대학 개편 법인 정관변경 인가 (교육인적자원부)

진주국제대학교로 대학 개편 인가 (교육인적자원부) 7개 학부 12개 학과 입학정

Ⅱ. 연혁

1. 대학연혁

1977 ~ 1979

1977

1978

1979

07.30

10.26

03.18

01.01

04.06

학교법인 일선학원 설립 인가 (교육인적자원부)

진주여자실업전문학교 설립 인가

진주여자실업전문학교 개교식 및 입학식 

진주여자전문대학 개편 인가

진주여자전문대학 초대학장 강명찬 박사 취임

1980 ~ 1989

1980

1985

1989

09.13

05.04

12.08

진주실업전문대학 교명 변경 

유치원 교원자격 연수원 지정 (경상남도교육청)

진주전문대학 교명변경 인가

1990 ~ 1999

1992

1995

1997

1998

08.03

04.28

01.21

02.06

02.25

03.11

03.20

06.22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신축캠퍼스로 대학 이전

제2대 학장 강경모 박사 취임

3급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 선정(문화관광부)

평생교육원 승인(교육인적자원부)

국외여행 인솔자 양성기관 선정(문화관광부)

국외여행 인솔자 소양교육기관 선정(문화관광부)

관광교육훈련기관 선정(노동부)

창업보육센터(BIC) 선정(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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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2004

2003

2004

12.18

01.20

03.03

03.18

04.01

04.18

07.16

07.29

12.10

01.29

03.02

03.29

04.22

 

07.16

 

06.17

06.28

06.29

10.03

11.24

12.17

원: 1,265명(주간 1,000명 야간 265명) 

‣ 인문사회계열 520명(주간 440명)

 경영학부 110명(80명), 인터넷통상학부 100명(80명)

 법행정학부 110명(80명), 관광외국어학부 80명

 관광경영학과 40명, 경영정보학과 40명, 비서정보학과 40명 

‣ 사범계열 70명(주간 70명)

 유아교육과 40명, 초등특수교육과 30명

‣ 자연과학계열 215명(주간150명)

 식품과학부 150명(110명), 가정복지학과 65명(40명)

‣ 공학계열 240명(주간 160명)

 자동차공학과 50명(30명), 컴퓨터공학과 50명(30명), 소방공학과 40명

 전자통신공학과 50명(30명), 건축공학과 50명(30명)

‣ 예ㆍ체능계열 220명(주간 180명)

 조형학부 70명, 인체예술학부 90명(70명), 사회체육학과 60명(40명)

2003년도 실버넷 운동기관 선정(정보통신부)

2003년도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정보통신부)

진주국제대학교 개교식 및 제1회 신입생 입학식

진주국제대학교 초대 총장 강경모 박사 취임

2003년도 기술지도 대학(TRITAS) 주관기관 선정(중소기업청)

2003년도(제11차)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주관기관 선정 (중소기업청, 

경상남도)

8개 학부 11개 학과로 개편인가(입학정원 1,265명)

신진교수 연구과제 지원 사업 경남 최다 선정(한국학술진흥재단)

2004년도 실버넷 운동기관 선정(정보통신부)

2004년도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정보통신부)

제2회 신입생 입학식

2004년도 기술지도 대학(TRITAS) 주관기관 선정(중소기업청)

2004년도(제12차)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주관기관선정

(중소기업청, 경상남도)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경남 9개 사업단 중 2개 사업단

(호텔관광학부, 식품과학부) 선정(교육인적자원부)

2004학년도 하계 교원ICT활용 교육연수기관 선정(경상남도교육청)

관광교육원 문화유산해설사 교육기관 선정(경상남도)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직무연수기관선정(경상남도교육청)

사범계열 특수체육교육과(주간 20명), 보건계열 물리치료학과(주간 30명) 신설 인

가(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5개 계열 6개 학부 16개 학과로 개편(주간 1,000명/야간 265명)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식품사업단연계 건강기능식품학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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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2010

2005

2006

2007

2008

2009

01.07

02.15

03.02

03.04

07.01

08.12

09.01

11.21

02.15

02.17

03.02

03.02

07.07

07.01

07.21

07.16 

09.15

02.21

03.02

03.05

04.01

09.07

01.04

02.20

02.28

03.03

03.12

03.18

05.20

08.21

10.13

10.30

11.21

12.01

12.31

01.03

교육과정 국제표준화기구(ISO) 품질경영시스템(9001) 인증

CEO공학교육 지원 사업 선정(산업자원부)

제3회 신입생 입학식

e-러닝센터 학습내용관리시스템 국제표준(美 ADL SCORM) 인증

2005년도 제13차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주관기관 선정(중소기업청, 경상

남도, 진주시)

누리사업 식품사업단 우수 사업단 선정(전국 1위, 교육인적자원부)

우수 여성과학자 도약연구 지원 사업 선정(한국학술진흥재단)

5개 계열 6개 학부 16개 학과로 개편(주간 1,000명, 야간 138명)

2004년도(제12차)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우수 컨소시엄 평가 전국 1위(중소기

업청)

제27회 학위수여식

제4회 신입생 입학식

CEO 공학교육지원사업 선정(산업자원부)

제2대 총장 허남오 박사 취임 및 강경모 명예총장 취임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사업 14개 단기과제 선정(중소기업청)

누리사업 식품사업단 2년 연속 우수 사업단 선정(교육인적자원부)

재외교민자녀 모국 체험프로그램 연수기관 선정(경상남도)

방사선학과 신설 인가

제28회 학위수여식

제5회 신입생 입학식

취업지능기능 확충사업 선정(노동부)

첫 졸업생 취업률 90.5%

누리사업 식품사업단 3년 연속 우수 사업단 선정(교육인적자원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평가 우수 사업단 선정(노동부)

제29회 학위수여식

학교법인 제4대 하충식 이사장 취임

제6회 신입생 입학식

한국국제대학교 교명변경 인가

제3대 총장 고영진 박사 취임

제2창학 선포식

몽골 프로젝트 추진

몽골식품자원연구소 개소

스리랑카 프로젝트 추진

몽골과학기술대학교 내 한국어교육원 개원

경남지역대학 순수취업률 2년 연속 1위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평가 2년 연속 우수 사업단 선정(노동부)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3년 연속 선정(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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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2010

2010

01.05

02.18

02.24

03.18

04.01

04.02

04.10

08.03

09.30

12.01

01.28

02.03

02.17

03.18

06.14

10.25

베트남 프로젝트 추진

제30회 학위수여식

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선정 및 협약

노동부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및 협약

제31주년 개교기념일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중국 장춘대학 국제교류회의

한국방사선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간호학과 입학정원 35명 신설 인가

유아특수교육과 입학정원 20명 신설 인가

경남지역대학 순수취업률 3년 연속 1위

한・베트남 문화교류센터 건립 협정

산학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선정(중소기업청)

제31회 학위수여식

제4대 총장 손정웅 박사 취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선정(지식경제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과제수행평가 우수대학(중소기업청)

2011 ~ 2014

2011 01.14

02.01

02.10

02.16

02.17

02.17

03.18

04.29

06.29

06.30

07.06

07.22

08.10

08.29

08.30

09.01

09.02

한국국제대 설립자 경해 강명찬 박사 별세

한국국제대 제5대 김영식 총장 취임

미국 일본 호주 등지 23명 해외취업 성공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 유공 포상 

제32회 학위수여식

한국국제대 박사 1호 배출

제33주년 개교기념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본사 일괄이전 염원 열린 음악회 개최

하충식 이사장 국민추천포상(행정안전부)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우수 주관대학 선정(중소기업청)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선정(한국대학교육협의회)

원자력 대학생 논문연구 지원 사업 선정(한국연구재단)

대학발전기금 전담 대외부총장 임명

스마트 방송국 개국

학업성공포인트 장학금제도 도입 시행 

자기제안 연봉교수제도 도입 시행 

인순이와 함께하는 장학기금마련 음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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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4

2012

2013

2014

11.23

01.16

02.17

02.20

04.05

04.20

05.14

06.20

08.21

08.25

10.22

10.25

12.31

02.20

02.27

03.18

04.25

06.14

08.20

10.28

12.30

01.03

02.10

02.10

02.20

02.25

03.18

04.25

05.12

07.12

08.20

김영식 총장 부산공적개발원조회의 포럼 초대 위원장 추대

중국 티베트자치구 국제교류 MOU

제33회 학위수여식

한국국제대 명예박사 1호 배출

학생종합서비스센터 개설

제1회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펜싱부 전국대회 개인전 우승

역도부 전국춘계대학생 역도선수권대회 석권

제33회 후기 학위수여식

한국국제대 명예박사 2호 배출

조선해양공학과, 전국학생선박설계콘테스트 우수상 수상

한국국제대, 대학사회봉사단 [누리보듬] 창단

2012년도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 우수대학 선정

제34회 학위수여식

제11회 입학식

제35주년 개교기념일 

제2회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학교법인 제6대 강경신 이사장 취임

제34회 후기 학위수여식

한국국제대 제6대 김태형 총장 취임

제53회 ‘대통령배 전국남여펜싱 선수권대회’와 ‘2013 전국

남ㆍ여 종목별 오픈펜싱선수권대회 우승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우수기관 3년연속 선정(고용노동부)

초등특수교육과 강다원 임용시험 수석합격

굿네이버스 상호교류 협약식

제35회 학위수여식

제12회 입학식

제36주년 개교기념일 

제3회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학교법인 제7대 강경모 이사장 취임

“대학혁신 2025” 대학발전계획 선포식

제35회 후기 학위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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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인

1. 학교법인 일선학원 정관

2. 법인 일반직원 정원

3. 학교 일반직원 정원

4. 기본재산 목록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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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인

1. 학교법인 일선학원 정관

제정 1977.07.30.

개정 1991.03.08.

1991.07.22., 1992.06.18., 1992.09.18., 1993.06.19., 1995.07.01., 1997.11.19., 1998.11.07. 

2002.02.26., 2005.02.28., 2005.12.21., 2002.09.01., 2005.12.21., 2006.11.02., 2007.07.30. 

2007.12.21., 2008.01.01., 2008.04.07., 2008.11.19., 2008.12.18., 2009.08.17., 2010.05.07. 

2011.02.08., 2013.01.08., 2013.06.14., 2013.07.26., 2013.10.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사회발전에 필요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일선학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 

경영한다.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주소는 경남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965(상문리)에 둔다. 

제5조(정관변경 등) ①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관할청은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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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

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기부금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

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

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 업무 회계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

업회계로 구분하며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⑤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

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 2(예산ㆍ결산의 공개) ①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ㆍ결산은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

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ㆍ결산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3절 예산ㆍ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예산ㆍ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제14조(위원회의 조직) 삭제

제15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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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의) 삭제

제17조(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명(이사장 1명을 포함한다) 

2. 감사: 2명

②제1항의 임원중 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 중 1인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

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

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한다. 

제20조의 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명으로 한다. 

제20조의 4(개방이사의 선임) ①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

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이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 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

다.

③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

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0조의 5(추천위원회의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두고, 위원정수는 5명으로 하며, 그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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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

2.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②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통해 따로 정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

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

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⑥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③상근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

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의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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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

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

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

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이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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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

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의 3(평의원회의 구성) ①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

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명

2. 직원 3명

3. 학생 1명

4. 동문 2명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 4(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제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 5(소집) 평의원회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제31조의 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권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제31조의 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1

사 업 장 명 주소

리버사이드빌딩  경남 진주시 동성동 213-4

진주학사  경남 진주시 계동 37번지

녹지빌딩  경남 진주시 동성동 12-1

한마음빌딩  경남 창원시 봉곡동36-9

강변맨션  경남 진주시 칠암동 503-8 나동 301호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 8(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ㆍ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영림 사업

2. 임대 사업

3. 낙농 사업

4.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

5. 노인복지투자

6. 신탁투자

7. 종합레져시설사업

8.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

제33조(수익 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리버사이드빌딩, 진주학사, 녹지빌딩, 한마음빌딩, 

강우학술원, 강인원격교육원을 경영한다.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체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제35조(관리인) ①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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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 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을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

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학교법인 선명학원에게 귀속된다.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 선출 한다. 

제6장 교 직 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면

제39조(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

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 및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1. 근무기간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6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부교수: 6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조교수: 6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비정년트랙 조교수: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급여: 정관 제45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전임교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전임교원의 근무업적과 성과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2항의 계약조건을 본인의 동의와 총장의 제청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④대학교의 조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장이 임면하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학장, 제86조(하부조직)의 실장, 처장 및 제87조(부속 및 부설기관, 부설연구소)

의 장 등 대학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⑥대학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⑦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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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 2(정년트랙 및 비정년트랙 교원 임용) 교원에 대하여는 정년트랙 교원과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구

분하여 임용하며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및 고용계약서에 따른다.

제39조의 3(기간제교원)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보충

이 불가피한 때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되며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대학교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원 이외에 겸임교수, 초빙교수, 명예교수, 석좌교

수, 명예총장 등의 비 전임교원을 별도로 정하는 계약에 의해 임용할 수 있다.

제39조의 4(명예퇴직 수당)①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

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9조의 5(정년보장교원) ①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대학교의 교원 중 교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무업적

과 성과가 탁월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

이 정년보장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정년보장교원의 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가 별도로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정년보

장교원 심사규정에 따른다.

③정년보장교원의 정수는 전임교원정원의 35% 이내로 한다. 

④정년보장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받은 경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

쳐 정년보장을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의 6(정년보장교원의 정수) 삭제

제39조의 7(임용기간의 계산) 임용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 3을 준용한다. 

제39조의 8(근무종료 대학교원의 임용절차) ①대학교의 총장은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대학 교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정하되, 심사 시 임용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학 교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근무기간 종료 2월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보한다. 

제39조의 9(업적평가) ①제39조제2항에 대항하는 대학교 교원의 근무 업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교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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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재계약, 승진심사에 반영한다. 

②업적평가의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9조의 10(전형결과 공개) ①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4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휴직

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 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

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

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산업진흥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산학협력” 및 "산업자문“ 또는 각종 실무 능

력향상 교육에 참여하게 된 경우

13. 학과 폐지로 인한 전공 불일치로 전공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 제11호,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

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

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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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0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

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0조 제13호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

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

히 복직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본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본봉의 8할을 지급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제40조 제2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한다. 

③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휴직을 이유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동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④제4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본봉의 반액을 지급하며, 3년

이 경과하여 2년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한다. 

제44조(직위해제) ①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본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

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서 본봉의 5할을 지급한다. 

④임면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

분을 하여야 한다. 

⑦삭제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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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 (면직의 사유) ①임면권자는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

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학생

을 지도ㆍ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

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의 2(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

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6조의 3(정년)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원을 임면 및 승진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심사와 동의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부총장 등의 보직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 그 동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원인사와 관련하여 인정하는 사항

4. 교원의 신분, 연수, 포상 등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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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9조(인사위원회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학교에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총장은 필요시 교원 외 인사를 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0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 및 특정인의 인사에 관계되는 회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4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의 2(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

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보유하나 직 무

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며, 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 7할을 감한다. 

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며, 연봉적용자는 연봉 월액의 4할을 감 한다. 

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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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기타 징계대상자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급여 지급 방법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

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

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의 2(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 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8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①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

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

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

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0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

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

하고 이를 임면권 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

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가 법인일 때에는 징계처분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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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1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

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1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6조의 3(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제58조의 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

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

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해당 학교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3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4조- 제77조(재심위원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91.05.31. 법률 제4376에 의거 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78조(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

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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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

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

선 임용할 수 있다.

제79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

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

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79조의 2(직원인사위원회) ①직원인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

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무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③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0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

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의 2(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의 3(당연직 퇴직) 사립학교의 교원(직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83조(징계 및 재심 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의 2(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

분을 행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상급자의 직무상의 정당한 지시에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때

3. 학교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기재 한 때

4. 직무상 보안유지 의무를 위배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6.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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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3(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83조의 4(징계의 효력) ①파면과 해임은 징계의결을 거쳐 직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②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3분의 2를 감한다. 

③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서면으로 자성하게 한다.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84조(법인사무조직)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일반직 3급 이

상으로 보한다. 

②법인사무국에는 사무(실)과를 두며 실장은 4급으로 하며 과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85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일반직 2급으로 보한다.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5조의 2(학장ㆍ대학원장) ①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둘 수 있다. 

②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학장과 대학원장은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6조(하부조직) ①대학교에 부속실, 기획처, 교무처, 입학홍보처, 학생처, 사무처를 둔다.

②실장, 부장,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다만, 부속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으로 하고, 기획처장, 사무처장은 일반직 3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각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일반직은 4

급 이상으로 보한다. 

④제1항의 각 부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처별로 팀, 과 등의 하위조직을 둘 수 있으며, 팀장

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⑤제1항의 각 부처 및 부처의 하위 조직에 대한 업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⑥ - 삭제 (2009.08.10. 보고)

제86조의 2(장애학생지원센터) ①학생처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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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감사

감사

윤일선

강명찬

박형주

김재숙

김정홍

김영이

이용운

김호용

1925.08.06

1920.09.01

1924.09.25

1931.11.22

1917.01.07

1922.05.26

1912.02.15

1912.04.08

4

4

4

2

2

2

2

1

진주시 망경동 263

진주시 망경동 263

남해군 남면 죽전리 1305

진주시 인사동 5-16

진주시 상대동 3017-19

진주시 판문동 261-6

진주시 장대동 75-28

진주시 동성동 14-13

②장애학생의 교육 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교육복지위원회를 둔다.

③센터의 조직, 기능, 업무 등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7조(부속 및 부설기관, 부설연구소) ①대학교에는 평생교육원, 산학협력단, 전산정보원, 중앙도서관, 생활

관, 국제어학원 등 필요한 부속 및 부설기관,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부속 및 부설기관, 부설연구소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 및 부설기관, 부설연구소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부속 및 부설기관, 부설연구소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부속 및 부설기관, 부설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8조(중앙도서관) (삭제)

제88조의 2(전산정보원) (삭제)

제3절 유치원

제89조(원장 등) - (삭제)

제4절 정 원

제90조(정원)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8장 보 칙

제91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경남신문에 공고

한다. 

제9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3조(설립당시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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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 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 인 징계 및 재

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교육기관의 인

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 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 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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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0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 승인일(199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임면기간 개정에 다른 경과조치) 제39조 2항에 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승인일(1998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승인일(2002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승인일(2005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승인일(200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진주국제대학교 설립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2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9조의 7, 제39조의 8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

터 시행하도록 한다. 

제2조(진주국제대학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후 "진주국제대학교" 개교이후에는 "진주전문대

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진주국제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교원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교원의 임기는 기간 만료 시 까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전문대학 존속에 관한 경과조치) 진주전문대학은 진주국제대학교 인가조건에 따라 폐교한다. 

제5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폐교되는 진주전문대학은 2008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

교 및 폐교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 법령과 학칙을 적용하고, 수업ㆍ학사 및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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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에 관하여는 진주국제대학교에서 관리한다. 다만, 진주전문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

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진주국제대학교의 신설학과(부)에 

편입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진주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2003년 2월말일 까지 교수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 별표에 의한 해당자격에 따라 진주국제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

는 진주국제대학교의 직원으로 보되, 교원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진주전문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진주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진주국제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진주전문대학의 모든 재산은 폐교인가와 동시에 진주국제대학교에 귀속한다. 

제9조(계약제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01월 01일 이후 임용 제청된 신규 채용 

자부터 적용하며, 2001년 12월 31일까지 임용제청 되어 재직 중인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교수: 정년보장

2. 부교수: 6년

3. 조교수: 4년

4. 전임강사: 2년

5. 조교: 1년

제10조 이 정관 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고,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전문대학” 및 “대학”을 “대학교”로 하고, “학장”을 “총장”으로 하며, “부학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승인일(200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승인일(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1월 1일 이후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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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승인일(2008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승인일(200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승인일(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승인일(2009년 0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승인일(2010년 05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승인일(2011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승인일(2013년 0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승인일(2013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승인일(2013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승인일(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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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 급 인 원 비고

총 계 13명

일반직 계

3명

3급 1명

4급 1명

5급 1명

일 반 직
기 능 직

9~6급 10명
 • 직제는 내부적으로 구분하여 운영
 • 직급 정원은 직제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영 

학교명 소 재 지 번 지 지 목 지적(㎡) 비 고

부 속

유치원

경남 진주시 평거동 767-2 대지 660

경남 진주시 평거동 767-3 대지 660

소 계 1,320

한 국

국 제
경남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48 학교 117,283

2. 법인 일반직원 정원

3. 학교 일반직원 정원

구분 직급 인원 비 고

총 계 88명

일반직 계 18명

2 급 1명

3 급 2명

4 급 5명

5 급 10명

일 반 직, 기 술 직
기 능 직, 고 용 직, 경노무직

9~6급 70명
직제는 내부적으로 구분하여 운영

직급 정원은 직제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영 

4. 기본재산 목록

가. 교육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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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소 재 지 번 지 지 목 지적(㎡) 비 고

대학교

48-6 〃 987

63-1 〃 161

63-2 〃 150

67-3 〃 55

100-1 전 427

산139 임야 24,430

산270 〃 246,517

산270-4 〃 4,522

산270-8 〃 10,158

산281 〃 198

산286 〃 7,917

경남 진주시 계동 37 대지 2,110

소 계 414,915

학교명 소 재 지 건물명 구 조 지적(㎡) 비 고

부 속
유치원 경남 진주시 평거동 767-2 유치원 R.C 680

소계 680

한국국제

대 학 교

경남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965(상문리)

1동(융합공학관) R.C 4,768

2동(사회과학관) 〃 5,168

3동(교육과학관) 〃 5,685

4동(상문체육관) SRC 1,004

5동(구,전기실) R.C 210

6동(수위실) 〃 23

7동(예술관) 〃 2,652

10동(구,목공소) 경량
철골조 199

13동(중앙도서관) R.C 3,598

14동(수송공학관) 〃 4,727

나. 교육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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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소 재 지 건물명 구 조 지적(㎡) 비 고

15동(대학본부) 〃 5,574

16동(신,전기실) 〃 300

17동(정문) 〃 81

18동(보건복지관) 철골조 10,612

19동(국제관) 〃 3,760

20동(생명공학관) 〃 5,081

21동(신,목공소) 경 량
철골조 330

22동(대운동장본부석) 철골조 1,291

23동(대운동장준비실) 경 량
철골조 432

24동(생활관) R.C 10,475

25동(학생복지관) 〃 3,739

경남 진주시 계동 37 진주학사 〃 10,654

소 계 80,363

법인명 소 재 지 번 지 지 목 지적(㎡) 비 고

학교법인 

일선학원

경남 진주시 동성동

 213-4 대지 222

213-6 〃 237

213-8 〃 364

213-17 〃 142

213-18 〃 237

213-16 〃 425

12-1 〃 427

경남 진주시 판문동 181-4 〃 3,416

경남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산 295 임야 7,207

소 계 12,677

다. 수익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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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소 재 지 건물명 구 조 지적(㎡) 비고

학교법인 
일선학원

경남 진주시 동성동 213-18 리버사이드 R.C 5,100

경남 진주시 동성동 213-16 리버사이드별관 〃 868

경남 진주시 동성동 12-1 녹지빌딩 〃 1,632

경남 진주시 판문동 181-4 강우학술원 〃 815

경남 진주시 칠암동 503-8 나동 301호 강변맨션 〃 81

경남 창원시 봉곡동 36-9 (8개호실) 한마음타워 〃 1,446

소계 9,942

라. 수익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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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구 및 조직

1. 대학기구표

2. 보직 현황

3. 학부(과)장 명단

4. 전임교원 현황

5. 직원 현황

6. 조교 현황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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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구 및 조직

1. 대학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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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직 현황

연번 보직명 성명 비고 연번 보직명 성명 비고

1 총장 김태형 9 사무처장 김현희

2 학사부총장 강인언 10 산학협력단장 손은일

3 대외부총장 이우상 11 평생교육원장 전은우

4 대학원장 강영구 12 입학홍보부처장 박정배

5 교무처장 강영구 13 사무부처장 김현희

6 기획처장 강태경 14 기획부처장 김기도

7 학생처장 김영환 15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박병도

8 입학홍보처장 이수익 16 취업지원본부장 전은우

3. 학부(과)장 명단

연번 학부(과)명 성명 비고 연번 학부(과)명 성명 비고

1 유아교육과 이미혜 15 제약공학과 황용필 

2 초등특수교육과 권순황 16 외식조리학과 성태종 

3 특수체육교육과 김원천 17 식품영양학과 강동희 

4 유아특수교육과 김정은 18 식품의약학과 전성식 

5 사회복지학과 심미영 19 기계자동차공학과 이권수 

6 경찰행정학과 허영희 20 소방방재학과 주현돈

7 경영학과 박한수 21 실내건축학과 김진관 

8 부동산지역개발학과 신상화 22 조선해양공학과 송태섭 

9 호텔관광학과 하종명 23 전기에너지공학과 방만식 

10 관광일어학과 고호석 24 사회체육학과 박정배 

11 병원관리학과 이일금 25 산업디자인학과 조용수 

12 물리치료학과 최완석 26 미용예술학과 이은실 

13 방사선학과 강상식 27 음악공연학부 김 철 

14 간호학과 안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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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명 직 급 성 명 학 위 명 학 과 (전 공) 비 고

유아교육과 교수 송준식 교육학박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수 김영숙 문학박사 유아교육

교수 조선희 교육학박사 교육 및 상담심리

부교수 이미혜 음악학석사 음악학(피아노)

조교수 강문숙 교육학박사 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정경옥 교육학박사 교육학(교육과정)

교수 전외수 교육행정학박사 교육행정

부교수 서은정 문학박사 특수교육(정서 및 행동장애아교육)

조교수 권순황 문학박사 특수교육(언어·청각장애아교육)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김원천 이학박사 특수체육교육(트레이닝방법)

조교수 박병도 체육학박사 특수체육교육(특수체육교육)

조교수 이경 문학박사 국문학

조교수 김호자 특수교육학박사 특수체육교육(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손영수 교육학박사 교육학(교육학)

조교수 김정은 특수교육학박사 특수교육학(특수교육학)

조교수 정회정 특수교육학박사 특수교육학(특수교육학)

교수 강인언 철학박사 교육학(교육심리)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정숙 가정학박사 가정학(가정학)

교수 박경권 경영학박사 경영학(마케팅)

교수 정상수 경영학박사 경영학(경영관리)

교수 이종만 경영학박사 경영학(MIS)

부교수 심미영 가정학박사 가정학(가정학)

부교수 이한우 문학박사 특수교육학(정서행동장애아교육)

부교수 염동문 사회복지학박사 사회복지학(장애인복지)

조교수 정현태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사회복지정책)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시환 행정학박사 행정학(재무행정)

부교수 허영희 법학박사 법학(민사법)

부교수 한동효 행정학박사 행정학(공공정책)

조교수 김준혁 법학박사 법학(형사법)

조교수 이세화 법학박사 법학(형사법)

조교수 최준 법학박사 법학(형사법)

4. 전임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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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 조성제 법학박사 법학(행정법)

경영학과 교수 김영근 경제학박사 무역학(국제무역)

교수 장호영 경영학박사 경영학(회계학)

교수 박한수 경영학박사 경영학(생산계량경영)

교수 손은일 공학박사 산업공학(생산 및 품질경영)

부교수 황상규 경제학박사 무역학(전자상거래)

부동산지역개발학과 부교수 신상화 공학박사 자연과학연구과(건축학)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조교수 손흥철 철학박사 철학

호텔관광학과 교수 이찬근 경제학박사 경제학(경제학일반)

교수 고원규 문학박사 문화인류학(문화관광)

교수 이우상 경영학박사 관광경영학(호텔경영)

교수 하종명 경영학박사 관광경영학(호텔경영)

교수 박선옥 문학박사 영문학

교수 이재달 경제학박사 무역학(국제통상)

부교수 류정섭 공학박사 산업공학(경영과학)

부교수 이지영 관광학박사 관광경영학(항공서비스마케팅)

조교수 이동철 호텔경영관광학박사 호텔경영관광학(호텔경영)

조교수 케빈 문학석사 문학

관광일어학과 교수 최태옥 문학박사 일본학(일어학)

교수 이수익 정치학석사 정치학(일본정치)

교수 박복원 문학박사 일본학(일본문학)

교수 고호석 일본학박사 일본학(일본문학)

조교수 오자키치에리 문학석사 교육학(일본어학)

병원관리학과 교수 강영구 경제학박사 국제통상학(국제마케팅)

교수 이일금 경영학박사 경영학(회계학)

교수 홍영표 공학박사 컴퓨터과학(정보시스템)

교수 강태경 경영학박사 경영정보학(경영정보)

조교수 오재신 경영학박사 경영학(마케팅)

조교수 한은경 행정학박사 행정학(일반행정)

조교수 이혜진 보건학석사 보건관리학(보건행정)

물리치료학과 조교수 최완석 물리치료학박사 물리치료학(운동치료)

조교수 김기도 이학박사 물리치료학(물리치료)

조교수 김보경 물리치료학박사 물리치료학(운동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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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 김진아 물리치료학석사 물리치료학

방사선학과 교수 최일홍 공학박사 전기전자공학(통신 및 정보시스템)

조교수 박지군 공학박사 방사선학(방사선물리)

조교수 강상식 공학박사 방사선학(방사선영상학)

조교수 노시철 공학박사 방사선학(의료초음파)

조교수 정봉재 보건학박사 방사선학(보건과학)

조교수 정형진 경영학석사 회계학

간호학과 부교수 김은희 이학박사 간호학(기초간호학)

부교수 안성아 간호학박사 간호학(임상간호학)

조교수 전가을 간호학석사 간호학

조교수 김유미 간호학석사 간호학(지역사회간호학)

제약공학과 부교수 박영호 이학박사 화학(물리화학)

조교수 황용필 약학박사 약학(약리독성)

외식조리학과 교수 김희숙 이학박사 식품영양학(식품영양)

교수 홍의표 문학박사 국어국문학

부교수 황영정 이학박사 식품영양학(조리특론)

부교수 성태종 식품학박사 식품가공학(외식산업)

조교수 이현주 관광학석사 호텔경영학(국제호텔)

조교수 황설아 이학박사 식품과학(식품과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강동희 이학박사 응용생명과학(급식위생)

교수 강진순 이학박사 식품영양학(영양학)

부교수 김희주 문학박사 사학

부교수 김소영 이학박사 식품영양학(영양학)

부교수 최정화 이학박사 식품영양학(영양학)

식품의약학과 교수 정영철 이학박사 식품공학(생화학)

교수 전성식 이학박사 식품공학(미생물학)

부교수 강신권 이학박사 식품공학(발효학)

부교수 전은우 이학박사 생명과학연구(기능성식품학)

조교수 이수정 이학박사 식품영양학(식품위생학)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 정용욱 공학박사 전자공학(제어공학)

교수 이권수 공학박사 기계공학(열 및 유체공학)

교수 정구섭 공학박사 기계공학(내연기관)

교수 김영환 공학박사 기계공학(기계역학 및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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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김동환 공학박사 정밀기계공학(소성가공)

조교수 이경훈 공학박사 기계공학(정밀가공시스템)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자룡 공학박사 전자공학(정보통신시스템)

교수 김유식 공학박사 기계공학(열 및 유체)

부교수 박순규 공학박사 전자공학(회로 및 시스템)

교수 주현돈 공학박사 기계공학(역학 및 설계)

부교수 김현희 공학박사 전기공학(전기재료)

조교수 강철화 이학박사 화학(물리화학)

실내건축학과 부교수 권현철 공학박사 실내건축공학

조교수 김진관 공학박사 실내건축공학

조교수 정영배 공학박사 실내건축공학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이준열 공학박사 용접공학

교수 송태섭 공학박사 컴퓨터공학(분산 및 운영체제)

부교수 김영철 공학박사 컴퓨터공학(컴퓨터시스템)

전기에너지공학과 교수 김태식 공학박사 전자공학(영상신호처리)

교수 방만식 공학박사 전자공학(신호처리 및 시스템)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강두 공학박사 기계공학(생산공학)

사회체육학과 교수 이임선 체육학석사 체육학(한국무용)

부교수 박정배 이학박사 체육학(운동처방)

조교수 박성현 체육학박사 체육학(운동역학)

조교수 신정훈 체육학박사 체육학(측정평가)

조교수 임재은 교육학석사 체육교육학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서효석 미술학석사 공예디자인

부교수 조용수 미술학석사 시각디자인

부교수 신동진 미술학석사 환경디자인

미용예술학과 교수 이연희 이학박사 미용문화

부교수 하경연 이학박사 헤어미용

조교수 강평미 예술학석사 헤어미용

조교수 이은실 이학박사 미용심리

조교수 임희야 보건학박사 보건학(피부미용)

음악공연학부
부교수 김철 음악학석사 음악학(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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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무국 일반/행정 국장 3급 김동률 업무총괄

법인사무국 일반/행정 과장 7급 최혜민 회계 / 행정

법인사무국 일반/행정 담당 9급 이동훈 행정 / 관리

대학구조조정위원회 일반/행정 위원장 계약 강경진 구조개혁 총괄

대학구조조정위원회 일반/행정 전문위원 계약 윤인재 구조개혁 전문위원

부속실 일반/행정 담당 9급 김수화 비서 / 부속업무

부속실 기능/운전 운전원 계약 김영진 운전 / 수행

기획평가팀 일반/행정 팀장 5급 김희석 기획 / 업무총괄

기획평가팀 일반/행정 사무관 5급 정세용 평가 / 기획

기획평가팀 일반/행정 담당 8급 박성훈 교수학습지원센터 전담

기획평가팀 일반/행정 담당 9급 서민경 기획일반 / 업무지원

총무팀 일반/행정 팀장 5급 이인수 직원 복무관리 / 업무총괄

총무팀 일반/행정 주무관 7급 전일홍 직원인사 / 보안업무

총무팀 일반/행정 담당 8급 백선혜 4대보험 / 총무일반 / 교환

총무팀-관재 일반/행정 주무관 6급 최진영 구매 / 재산관리 

총무팀-기계 기능/운전 운전원 8급 이상용 축구부 버스 운행

총무팀-기계 기능/운전 운전원 계약 탁명권 학교버스 운행

총무팀-시설 기능/방호 방호원 계약 최채용 경비 / 재산 보호

총무팀-시설 기능/시설 주사 6급 전영윤 목공 / 시설물 관리

총무팀-시설 기술/행정 주무관 7급 우용태 환경 / 관재 

총무팀-시설 기술/행정 주무관 7급 김영수 건축 / 설비 / 소방(기계)

총무팀-시설 기술/행정 주무관 7급 김유일 전기, 연수실 안전

총무팀-시설 기능/시설 경비원 7급 김석겸 수위실 경비 / 재산 보호

학 과 명 직 급 성 명 학 위 명 학 과 (전 공) 비 고

조교수 유영욱 음악학박사 음악학(피아노)

조교수 김종민 음악학석사 음악학(합창지휘)

5. 직원 현황: 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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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시설 기능/시설 영선원 9급 문성부 영선 / 시설물 관리

총무팀-시설 기능/시설 조경원 9급 유성환 조경 / 시설물 관리

총무팀-시설 기능/시설 영선원 9급 김동명 영선 / 시설물 관리

총무팀-시설 기능/미화 미화원 9급 권용조 환경미화

총무팀-시설 기능/미화 미화원 9급 이현점 환경미화

총무팀-시설 기능/미화 미화원 9급 이덕순 환경미화

총무팀-시설 기능/미화 미화원 9급 구복연 환경미화

총무팀-시설 기능/방호 방호원 9급 천기병 경비 / 재산 보호

총무팀-시설 기능/미화 미화원 계약 이성희 환경미화

총무팀-시설 기능/미화 미화원 계약 서경연 환경미화

총무팀-시설 기능/방호 방호원 계약 이상재 경비 / 재산 보호

총무팀-시설 기능/방호 방호원 계약 이수기 경비 / 재산 보호

총무팀-시설 기능/시설 영선원 계약　 박중언 학사 영선 /시설물 관리

총무팀-축구부 전문직 감독 계약 한창우 축구감독

회계팀 일반/행정 팀장 5급 황재철 업무총괄

회계팀 일반/행정 주무관 6급 윤경희 회계일반

회계팀 일반/행정 주무관 7급 이용우 등록 / 장학

회계팀 일반/행정 담당 9급 최희진 급여

교무지원팀 일반/행정 팀장 5급 박우봉 업무총괄

교무지원팀 일반/행정 사무관 5급 천재동 교원인사

교무지원팀 일반/행정 사무관 5급 권상일 교직 / 대학원

교무지원팀 일반/행정 주무관 7급 원정희 수업 / 교육과정 겸직 교수학습 겸직

교무지원팀 일반/행정 담당 8급 박수진 학적 / 제증명

교무지원팀 일반/행정 담당 9급 김지연 업적평가

학생지원팀 일반/행정 팀장 6급 정순교 학생회 / 업무총괄

학생지원팀 일반/행정 사무관 5급 김성현 예비군

학생지원팀 일반/행정 담당 8급 최지현 교외 장학금

학생지원팀 일반/행정 담당 8급 강다연 교내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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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군/직렬 직 위 직급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학생지원팀-센터 일반/행정 주무관 7급 홍종길 사회봉사 / 장애학생

학생지원팀-센터 일반/행정 상담원 계약 이미희 학생상담

학생지원팀-제1생활관 일반/행정 사감 6급 박홍주 학생관리 / 행정사무

학생지원팀-제1생활관 일반/행정 주무관 7급 천인경 학생관리 / 행정사무

학생지원팀-제2생활관 일반/행정 사감 9급 석용웅 학생관리 / 행정사무

입학홍보팀 일반/행정 팀장 4급 김종현 입시전형계획 / 업무총괄

입학홍보팀 일반/행정 주무관 6급 이정윤 입학기획, 관리 / 홍보

입학홍보팀 일반/행정 담당 8급 심기동 입학홍보 / 편입 대학출판부겸직

입학홍보팀 일반/행정 담당 9급 여순화 입학관리 / 홍보

대외협력팀 일반/행정 팀장 5급 정윤석 대학발전기금 / 업무총괄

대외협력팀 일반/행정 주무관 6급 박남원 홍보 / 언론 / 국제교류

대외협력팀 일반/행정 담당 8급 이주영 유학생관리 / 국제교류

대외협력팀 일반/행정 담당 계약 스 양 중국교류 / 유학생관리

취업지원팀 일반/행정 팀장 4급 박대명 업무총괄

취업지원팀 일반/행정 담당 9급 정윤주 취업통계

취업지원팀 일반/행정 담당 9급 김주남 취업상담

학술정보팀-전산원 일반/행정 팀장 5급 화남규 입시전산 / 업무총괄

학술정보팀-전산원 일반/행정 주무관 7급 박석원 전산개발 겸직 교수학습 겸직

학술정보팀-도서관 일반/행정 주무관 6급 양성진 도서구매 및 관리

학술정보팀-도서관 일반/행정 주무관 7급 조학주 도서분류(수서) / 배가

 평생교육원 일반/행정 담당 8급 김남옥 학점은행/일반강좌/사업

 휴 직 일반/행정 담당 9급 강석남 육아휴직

 휴 직 일반/행정 주무관 7급 강주완 일반휴직

연 번 학과명 성명 비고

1 간호학과 강윤희

2 경영학과 진은솔

6. 조교 현황: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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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학과명 성명 비고

3 경찰행정학과 양주은

4 관광일어학과 유 빈

5 교양학과 김재광

6 교직과정부 문소인 교수학습지원센터 전담

7 국제어학원 차지윤 어학연수생 관리

8 부동산지역개발학과 김영재

9 그린수송시스템공학과 박가랑

10 기계자동차공학과 오유리

11 물리치료학과 홍윤정

12 미용예술학과 이은지

13 방사선학과 정현호

14 병원관리학과 구고운

15 사무처 정승교 기록물 /우편물/제증명

16 사회복지학과 조자영 주간 / 주말반

17 사회복지학과 원채경 야간 / 주말반

18 사회체육학과 권재련

19 소방방재학과 안선미

20 식품영양학과 서호연

21 식품의학과 이성준

22 실내건축학과 홍성실

23 외식조리학과 천성희

24 유아교육과 류은정

25 유아특수교육과 유가연

26 음악학과 김성원

27 전기에너지공학과 윤성미

28 제약공학과 곽예림

29 조선해양공학과 최자연

30 산업디자인학과 강 밀

31 초등특수교육과 김정민

32 특수체육교육과 이인혁



73

연 번 학과명 성명 비고

33 호텔관광학과 기현아

34 진주학사 강민지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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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학칙 및 규정

1. 대학원 학칙

2. 한국국제대학교 학칙

3.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4. 교양교육원 운영규정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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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학칙 및 규정

1. 대학원 학칙

제정 2006.10.25.

개정 2012.03.27.

2008.03.03., 2008.05.03., 2008.05.13., 2008.11.03., 2009.10.13., 2010.03.30., 2010.05.11.

2010.10.19., 2012.02.23., 2012.03.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대학원의 교

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본교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종류의 대학원을 둔다.

1.일반대학원

2.특수대학원: 보건ㆍ복지대학원, 경영ㆍ행정ㆍ관광대학원, 산업대학원

제3조(각 대학원의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연계과정(이

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③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 과

정이나 특별과정 등을 둘 수 있다.

④학과 간 협동과정 또는 산ㆍ학ㆍ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①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 민 및 외

국인

4. 군 제휴 협정에 의해 입학하는 군위탁생

제4조2(학과의 설치 및 폐지) 각 대학원의 학과설치와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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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입학

제5조(입학 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 원에서 실시

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학위과정: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제7조(입학지원 절차) 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에 입학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제8조(입학전형방법) ①각 대학원별ㆍ과정별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전형자료는 전형유형별ㆍ모집단위별로 면접고사ㆍ구술고사ㆍ필답고사ㆍ실기고사ㆍ대학 및 대학원성적 

중 필요한 자료와 기타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한다. 

③당해 연도의 구체적인 전형방법과 선발방법은 모집요강에 명시하여 공고한다.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0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을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1조(입학전공분야) ①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 하여도 된

다. 다만, 연계과정의 경우 석사과정의 전공은 학사과정의 주 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중 하나와 일치하

여야 한다. 

②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계열의 학과 또는 전공으로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교직원 입학제한) ①본교 전임교직원은 일반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다. 단 조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재입학ㆍ편입학) ①총장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ㆍ편입학 및 각 대학원간의 편입학을 허

가 할 수 있다.

②총장은 각 대학원의 학과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원 내에서 학생의 학과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③특수대학원간 학과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폐지된 학과의 재적생은 입학한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생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총장은 통합되는 대학원의 해당학과로의 이적을 

허가할 수 있다.

④학과의 폐지로 인한 재적생이 같은 종류의 대학원의 학과로 이적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학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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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에 의거하여 타 대학원으로 이적한 경우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전부를 이적한 

대학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2(학과변경) ①학과 변경은 동일 대학원 내에서만 주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 할 

수 있다.

②학과를 변경한 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은 변경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③학과 변경은 1학기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허가하며, 신청 시기는 매학기 개시 전 소정기간내로 한다. 

제14조(등록)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 

제3장 학적변동

제15조(휴학 및 복학) ①휴학을 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휴학 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휴학기간은 계속해서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 입대 휴학의 군복무 기간과 장기 해외근무자 및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휴학기간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 연기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자퇴 및 제적) ①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하여 학업 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5.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제4장 수업연한ㆍ교과과정ㆍ학점ㆍ성적 및 수료

제17조(수업연한) ①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

2.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2년

3. 일반대학원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4년

4. 일반대학원 학ㆍ석사연계학위과정: 1년 6개월

5.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년(논문제출) 또는 2년 6개월(무 논문)

6. 특수대학원 학ㆍ석사연계학위과정: 1년 6개월(논문제출) 또는 2년(무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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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있어서의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위 수여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수업연한을 6개월 이내에서 단축 

할 수 있다.

1. 이 대학교 각 대학원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학점을 인정받은 자.

2. 타 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과정을 중퇴 또는 수료한 자로서 입학 전에 이미 취득한 학점 을 인정받

은 자.

제18조(수업) 수업은 주간 또는 야간에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일부 과목에 한하여 주말수업 또는 

통신에 의한 원격수업을 실시 할 수도 있다.

제19조(재학연한)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0조(학기) 각 대학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 2개 학기로 한다. 

제21조(교육과정) ①각 학과에서 정하여 제출한 교육과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②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교과목을 공동 개설할 수 있다.

③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이수학점) ①각 대학원 과정별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

2.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3. 일반대학원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60학점 이상

4.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논문제출: 24학점 이상

- 무 논문: 30학점 이상

② 각 과정의 학생은 교과학점 이외에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지도를 석사는 1학기 이상, 박사는 2학기 이

상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를 위한 논문연구(2학점) 교과목은 과정별 이수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삭제)

④각 과정별로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3조(학기당 이수학점) ①각 대학원별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9학점 

2. 특수대학원: 9학점 

② 다만 학생의 수강능력에 따라 매학기 당 3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속 대학원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선수과목 이수) 학과주임교수는 필요한 학생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료학점 이외에 추

가로 선수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단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하지 아

니한다. 

제25조(학점인정) ①재입학한 학생의 기 취득학점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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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편입학한 학생이 출신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편입학한 학과의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이 있

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입학이전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해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일반대학원 석ㆍ박사학위

과정은 9학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연계과정의 경우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과목 이수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학부졸업학점 및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⑤기타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의 2(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목의 연계) ①학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의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

우에는 6학점까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강 전에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학ㆍ석사 연계과정에 관한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학업평가) 학업성취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이상∼100 4.5 C+ 75∼79 2.5

A0 90∼94 4.0 C0 70∼74 2.0

B+ 85∼89 3.5 F 69이하 0

B0 80∼84 3.0 - - -

제27조(학업성적평가) ①학업성적인정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일의 3/4이상, 성적등급은 Co(2.0)이상으

로 한다. 

②성적등급 F는 성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이 미비한 경우에 부여하며,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 기간 내

에 이를 보완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되, 이 기간이 초과하여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

우에는 F로 처리한다. 

③P등급의 학점은 평점평균 계산에는 반영되지 아니한다. 

제5장 학위수여

제28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대학원의 각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2]에서 정한 학위의 학위증을 수여한다. 

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경우

2. 특수대학원에서 해당 전공 분야 논문대체 지정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②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

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 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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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석사학위는 전문학위의 경우 학위기 등 공식문서에 기록할 때에는 학위명 뒤에 세부 전공을 괄호 안에 

표기할 수 있다.

제29조(명예박사학위) ①학술발전에 특별히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제30조(논문제출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지도교수의 신청과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기타 각 대학원내규로 정한 사항

제31조(자격시험) ①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으로 한다. 

②각 대학원의 학위청구 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전공시험

2. 특수대학원: 전공시험

③외국어시험의 자격은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이상, 박사학위과정은 2학기이상 정규등록한 자로 한다. 

④전공시험의 자격은 일반대학원 석ㆍ박사학위과정은 3학기이상(특수대학원은 4학기이상) 정규 등록한 자

로 한다. 

 ⑤자격시험의 시험 시기는 매 학기 초에 실시하며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논문심사) ①학위청구 논문심사는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32조2(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 논문 또는 박사학위 논문의 제출자

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3(학위수여의 의결) 대학원장은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논문심사와 구술시험)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학위수여 여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박사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대학원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석사ㆍ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

소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5조(학생의 의무) 각 대학원의 학생은 본 대학원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원장, 대학원부원장, 학과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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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징계) ①각 대학원의 학생이 본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징계의 종류는 견책ㆍ근신(근로봉사)ㆍ유기정학ㆍ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견책ㆍ근신(근로봉사)ㆍ유기정학 처분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행하되 무 기 정학ㆍ제

적 처분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제37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대학원 발전에 기여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공개강좌ㆍ위탁학생ㆍ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제38조(공개강좌) ①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의 과목ㆍ기간ㆍ수강정원ㆍ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개강좌를 개설할 때 대학원장이 정하

여 공고한다. 

제39조(연구생) ①각 대학원의 석ㆍ박사학위과정에서 연구 또는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0조(위탁학생) 각 대학원은 기업체 등 외부 관련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기간동안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조(외국인 학생) 외국인으로서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2(외국인 특별강좌 개설) 외국인 학생의 경우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한 특별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8장 교외지역에서의 강좌개설

제42조(교외지역 강좌개설) 각 대학원은 동일과정에 등록한 다수의 학생이 지리적 여건상 본교 캠퍼스에 통

학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외지역에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9장 대학원위원회 및 직제

제43조(대학원위원회의 구성) ①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7인 이상의 위원

으로 구성 되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대학원에서는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두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44조(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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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5조(주임교수) 대학원은 각 학과에 1인의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제46조 (논문지도교수) ①논문지도교수는 각 대학원 또는 유관 학부의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

한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외부 인사를 논문지도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술ㆍ연구 활동과 학위청구논문 작성을 지도하며 논문지도학점을 부여한다. 

제10장 보 칙

제47조(준용규정) 학기ㆍ수업일수ㆍ휴업일 등에 관한 사항 및 본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한국국제대학교 학칙을 따른다.

제48조(시행세칙의 제정)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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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 각 규정 및 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부칙②(폐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학칙 시행으로 인하여 각 대학원 재적생이 불이익을 받

게 될 경우에는 종전의 학칙 및 시행세칙 각 규정 및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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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학과 및 입학정원

대학원
종 류

대학원
명 칭

학위과정 계열구분 학 과 입학정원

일
반
대
학
원

대학원 

석사과정

인문사회

특수교육학과

0명

유아교육학과

상담심리치료학과

자연과학 식품과학과

예ㆍ체능 사회체육학과

공 학 자동차공학과

박사과정

자연과학 식품과학과

0명
인문사회 특수교육학과

공 학 소방방재공학과

박사(협동과정) 인문사회 사회서비스학과

석ㆍ박사통합과
정

자연과학 식품과학과 0명

4계열 8학과 0명

특
수 
대
학
원

보건
ㆍ

복지 
대학원

석사과정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0명
자연과학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경영.
행정.
관광.

대학원

인문사회

행정학과

0명
경영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산 업
대학원

공 학
소방방재공학과

0명

실내건축학과

자연과학 외식산업학과

예ㆍ체능
미용예술학과

조형디자인과

4계열 12학과 0명

합 계 20학과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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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학과별 수여학위

대학원
종 류

대학원
명 칭

학위과정 계열구분 학 과 학위명

일
반
대
학
원

대학원

석사과정

인문사회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석사

유아교육학과 교육학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 상담학석사

자연과학 식품과학과 이학석사

예ㆍ체능 사회체육학과 체육학석사

공 학 자동차공학과 공학석사

박사과정

자연과학 식품과학과 이학박사

인문사회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박사

공 학 소방방재공학과 공학박사

박사(협동과정) 인문사회 사회서비스학과 사회정책학박사

석ㆍ박사통합과
정

자연과학 식품과학과 이학박사

소 계 - - 4계열 8학과

특
수
대
학
원

보건
ㆍ

복지 
대학원

석사과정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자연과학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석사

방사선학과 이학석사

경영
ㆍ

행정
ㆍ

관광
대학원

인문사회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호텔외식경영학과
관광학석사

관광경영학과

산 업
대학원

공 학
소방방재공학과

공학석사
실내건축학과

자연과학 외식산업학과 이학석사

예ㆍ체능
미용예술학과 미용학석사

조형디자인학과 미술학석사

소 계 - - 4계열 12학과

합 계 - - 20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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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서식 1)

 증 제 호

수 료 증 명 서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소 속 및 학 과: 대학원 학부.과 ( 전공)

입 학 연 월 일: 년 월 일

수 료 연 월 일: 년 월 일

수 료 인 정 학 기 : (제 학기)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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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서식 2)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 위원회 의결서

 석사학위 논문 제출자: 학과 전공 

 학번: 성명

 위 사람에 대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학칙 제28조에 의하여 석

사학위를 수여할 것을 의결함.

1.결의일시: 20 년 월 일

2.장 소 :

3.참석위원: 참석 명, 불참 명

 대학원위원회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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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서식 3)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 위원회 의결서

 전공분야 지정과목 이수자: 학과 전공 

 학번: 성명

 위 사람에 대하여 학칙 제28조에 의거 석사학위를 수여할 것을 의결함

1.결의일시: 20 년 월 일

2.장 소 :

3.참석위원: 참석 명, 불참 명

 대학원위원회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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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서식 4): 학술학위(석사)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과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대 학 원 장 ○ ○ 박사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 ○ 박사 ○ ○ ○ 직인

 학위번호 한국국제대○○○○(석)○○○



92

학칙(서식 5): 전문학위(석사)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과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를 인정함.

 

 

대 학 원 장 ○○학 박사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 ○ 박사 ○ ○ ○ 직인

 학위번호 한국국제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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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서식 6): 학술학위(박사)

 

 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과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

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제출한 논문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되어 

○○학 박사(세부전공: )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장 ○○학 박사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박사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 ○ 학위 ○ ○ ○ 직인

 학위번호 한국국제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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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서식 7)

 제 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연구과정 학과에서 ○○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간) 연구하였음을 인정함.

20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장 ○○ 박사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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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서식 8)

연 구 조 교 추 천 서

(20 년 학기)

 소속 학과 학번 성명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상기 학생을 본 대학원 연구조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인

지 도 교 수  인

주 임 교 수  인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첨부: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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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서식 9)

 

 발급번호 :

연 구 조 교 위 촉 장

 소 속: 학과

 학 번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20 년 학기 동안 연구조교로 위촉함.

20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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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서식 10)

 발급번호 :

연 구 조 교 경 력 증 명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소 속: 학과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대학원 학과에서 연구조교로 근무하였

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장

취 급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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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서식 11)

장 학 생 추 천 서

(20 년 학기)

 소 속: 학 과: 학 번: 성 명: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장학금 종별: 

위의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인

지 도 교 수  인

주 임 교 수  인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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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국제대학교 학칙

제정 2003.03.01.

개정 2003.07.01.

2004.04.01., 2004.11.20., 2005.06.01., 2005.09.10., 2005.11.07., 2006.05.15., 2006.09.19.

2007.06.11., 2008.05.22., 2008.07.11., 2008.11.01., 2009.03.01., 2009.11.25., 2009.12.22.

2010.09.07., 2011.09.08., 2012.06.01., 2013.02.05., 2013.05.08., 2014.04.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국국제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

요한 대학조직ㆍ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교는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정신에 입각하여 학문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윤리성

을 앙양함으로서 국가와 민족은 물론,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성실한 지성인ㆍ창의적 전문인

ㆍ실천하는 봉사 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편제 및 직제) ①본교에 단과대학을 두며, 대학에는 학부(과)를 두고 학부에는 2개 이상의 전공을 둔

다. 다만, 자유전공학부는 예외로 한다. 

②본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조직과 부속 및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의 2(대학원) ①본교에는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둔다.

②대학원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 

제4조(입학정원) 각 학부(과)의 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①본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졸업사정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재학연한) ①본교의 재학연한은 8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ㆍ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수업 잔여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군 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재학연한 이 경과하여도 본교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④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장 학년ㆍ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 및 학기) ①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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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③제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④방학 중에 계절 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의 수업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할 수 있다.

제9조(휴업일)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2. 개교기념일: 3월 18일

3.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②총장은 필요한 경우에 방학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 휴업 일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휴업중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장 입학(신입학ㆍ편입학ㆍ재입학)

 제10조(입학시기) 신입학ㆍ편입학ㆍ재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 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

지로 한다. 

제11조(신입학)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4.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법령에 의하여 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2조(편입학) ①모집단위별 입학자 중에서 자퇴ㆍ미등록(미복학)등으로 제적된 자(신입학 시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인원 포함)가 있을 경우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편입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2학년 이상 교과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은 3학년 또는 4학년으로 

일반편입학이 가능하다.)

③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입학정원 외로 제3학년에 학사편입학 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제3학년 입학정원

의 5%이내 선발하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허가한다. 

④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선발된 자는 입학정원 외로 제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제3학년의 입학당시 정원의 3% 이내로 선발하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한하여 허가한다. 

⑤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재입학) ①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는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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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심의를 거쳐 자퇴 또는 제적된 동일 학년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

여 제적된 자는 1년을 경과한 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재입학생이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③재입학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입학지원 서류) ①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입학전형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서류

②재 입학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전형시기) ①입학지원자에 대한 전형 시기는 따로 정한다. 

②신입생 선발을 위한 모집방법(수시, 정시, 추가모집)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전형방법) ①신입생 선발은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

학별고사(논술 등 필기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 성적 이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재입학생은 재학 중 취

득한 과목의 평균평점 성적으로 한다. 단, 정원 외 입학자의 전형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편입생 선발은 전적 대학의 내신 성적과 편입전형의 성적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 및 대학입학제도의 개발ㆍ대학입학 적격자 선발ㆍ대학입학전형 관리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입학허가) ①입학의 허가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장이 행한다. 

②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입학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입학 전후에 관계없이 합격 또는 입학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지원서 및 첨부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합격한 자

3.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등으로 지원 및 등록방법을 위반한 자

제5장 휴학, 복학 및 전과

제19조(휴학) ①질병, 병역의무의 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의 휴학원

에 종합병원 발행의 진단서 또는 휴학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사유 소멸 시에는 6개월(1학기)로 단축할 수 있다.

③병역으로 인한 휴학과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전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신설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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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을 할 수 있다.(신설 

2014.03.03.)

제20조(복학) ①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한 후, 복학신청서와 구

비서류를 제출하여 복학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까지 복학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전과) ①학부(과)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편입생은 3학년 2학기 초) 

이수자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단, 사범계열 또는 총장이 정하는 특정학과에 대한 주간으로의 전과는 

20% 이내로 한다. 

②전과를 원하는 자는 전과신청서에 전출(입) 학부(과)장 동의서와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교과 성적과 적성 등에 의하여 총장이 선발한다. 

③전과한 자는 전입 학부(과)의 1~4학년까지의 전공필수(학부기초 필수 포함)과목을 이수 하여야 하며, 기 

취득학점중 동일 또는 동일인정과목의 학점인정은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

정 2014.3.3.)  

④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자퇴 및 제적

제22조(자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

가를 얻어야 한다. 

제23조(제적) ①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단, 제3호 및 제

5호의 경우에는 총장의 제의에 의거 제적을 아니 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납부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3. 무단결석이 4주를 초과한 자

4. 타교에 적을 둔 자(2중 학적보유자)

5. 사망ㆍ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6. 재학연한 동안 본교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4.03.03.)

제7장 수료 및 졸업

제24조(수료 및 졸업학점) ①각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03.03.) 

1. 제 1학년: 32학점 이상 

2. 제 2학년: 65학점 이상

3. 제 3학년: 97학점 이상 

4. 제 4학년: 130학점 이상

②본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2013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입학 당시의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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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13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4.03.03.) 

제25조(학년진급)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마친 자는 수료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학년진급을 인정한다. 

제26조(수료) ①학칙에 의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하

지 못한 자에게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료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학년별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라도 학적을 보유한 자는 수료 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27조(학위수여) ①학칙에 의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별표 제2호’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졸업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충족한 자 중 본 대학에서 85학점 이상을 취득

한 자에게는 본 대학 총장 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본교에 입학한 자로 부득이한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총장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명예 졸업

할 수도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⑤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복수전공이나 각종 자격증 취득에 따른 교과목 이수 

등을 위하여 졸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4.03.03.)

⑥삭제(2011.09.07)

제28조(조기졸업) ①조기졸업을 원하는 신청자는 취득학점이 130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성적 평균평점

이 4.3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4.03.03.)

  ②학칙 제59조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조기졸업 대상자가 될 수 없다.(신설 2014.03.03.) 

제28조의 2(졸업논문)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졸업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졸업 작품)등 다른 방법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졸업논문에 대한 규

정은 따로 정한다. 

제28조의 3(복수학위) 본교와 교류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 대학교에

서 각각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03.03.) 

제8장 교과이수 및 수업

제29조(교과구분) ①학과의 교과는 기본교양과목과 학부기초과목, 전공과목으로 하고 기본교양과목은 교양

필수와 전공교양으로 구분하고, 학부기초과목 및 전공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03.03.)

②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전공에 한하여 교직과목을 둘 수 있다.

③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30조(교과의 이수) ①학생은 당초 입학한 학부(과)에서 반드시 제1전공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절차

에 따라 수업연한 내에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②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ㆍ실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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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과목은 1학기 30시간 이상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③학부기초필수과목 및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30조의 2(현장심화 이수) 현장심화교육을 목적으로 개설된 15주 단위의 현장심화학기로 학기제 혹은 학

년제(2개 학기 연속)로 이수할 수 있으며, 학기당 2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단, 졸업학기(8개 학

기)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3.)

제31조(이수학점) ①학생은 매학기 18학점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연간 3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절학기 및 특별학점으로 취득한 학점은 이에 포함하지 않으며, 특별학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3.)

②직전 학기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는 이수학점을 15학점까지 제한할 수 있다.

③계절 학기에는 매회 6학점의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④장애학생은 최저 6학점부터 이수할 수 있다.

⑤학ㆍ석사 연계과정생은 학기당 3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32조(수업) ①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교양과목과 학부(과) 기초과목은 제1학년과 제2학년에, 전공과목은 제2학년부터 배 정하여 수업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③교양교과는 수강인원이 보통강좌 50명 미만, 어학 및 실습강좌 40명 미만인 경우 폐강함을 원칙으로 하

고, 전공교과 수강인원이 학부(과) 정원의 5명 미만인 경우는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학년 2학기

에 개설하는 전공과목은 수강인원이 5명 이상이면 폐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3.03.)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 유지개설 할 수 있다.(개정 

2014.03.03.)

⑤수업은 학과의 특성과 과목의 성격에 따라 야간 및 주말에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4.03.03.)

제33조(집중수업)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등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교원의 교수시간) ①전임교원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함을 원

칙으로 하되, 보직교수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학부(과)별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초빙교원 및 겸임교원, 시간강사, 명예교수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전임교원의 주당 강의시간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3.03.)

④초과강의와 시간강사에 대한 강의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3.)

제9장 시험 및 성적관리

제35조(시험) ①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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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험은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구술ㆍ논술 또는 실기 등에 의할 수 있다. 단, 그 방법은 교과목 담당교수

가 정할 수 있다.

③각 과목별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상실하며 결석 허용한

계를 초과한 교과목 성적은 과목낙제로 처리한다. 

제36조(추가시험) ①병역, 질병, 기타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추가시

험 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추가시험 원을 제출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추가시험 성적은 B+ 이상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 사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닐 경우에는 성적등급에 제

한을 두지 않는다.

제37조(성적평가) 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출석, 학습태도, 과제물,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 등을 종

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 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성적의 평가방법은 상대평가로 한다. 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는 상대평가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개정 2014.03.03.)

1. 야외 공동 실습 및 실기과목

2. 교직과목

3. 담당교수가 평가주체가 되지 않는 현장실습 교과목

4. 기타 총장이 정한 과목

③각 교과목별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되, D등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등급을 낙제로 한다. 다만, 성적

평가를 평점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점 수 등 급 평 점 점 수 등 급 평 점

95 ~ 100 A+ 4.5 90 ~ 94 A ° 4.0

85 ~ 89 B+ 3.5 80 ~ 84 B ° 3.0

75 ~ 79 C+ 2.5 70 ~ 74 C ° 2.0

65 ~ 69 D+ 1.5 60 ~ 64 D ° 1.0

 0 ~ 59 F - 불 계 P -

제38조(학점의 인정 및 취소) ①각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②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일 경우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다. 

③복학생의 학점인정 기준은 복학연도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인정하되, 과목의 폐지 등으로 필요할 경우 기 

취득학점을 교과영역에 따라 대체 인정할 수 있다.

④전과, 재입학 또는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 소속 학부(과) 또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을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의 2(타 대학의 학점인정) 학생이 재학 중 본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맺은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기관

이나 국ㆍ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단, 편입학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

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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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현장실무 수업 학점인정)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에 학생을 파견하여 시행하는 현장실무 수업에

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의 4(학점포기) ①학생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성적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학점을 포기할 수 있으며,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을 포기한 경우에도 학사

경고, 장학금 수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4.03.03.) 

②학점포기 자격은 7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이어야 한다. 

③학점포기가 허가된 교과의 성적은 삭제 처리하며, 허가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재인정할 수 없다.

④학점포기는 반드시 교육과정 변경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

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39조(특별학점 인정) ①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능력별시험이나 특별시험으로 해당과목의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특별학점으로 취득하는 교과목 성적은 P로 표기하여 학점은 인정하되 등급은 부여하지 않는

다.

②어학시험성적 및 컴퓨터 관련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어학 및 컴퓨터관련 교양과목에서 각 1과

목씩 최대 6학점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14.03.03.)

③특별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03.03.)

제40조(학사경고) ①매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자는 이를 경고한다. 

②학사경고 대상자에게는 수강신청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제10장 복수전공 및 부전공

제41조(복수전공) ①복수전공은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학사편입생은 3학년 2학기)초에 소정의 절

차를 밟아 이수할 수 있다.

②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설치학부(과) 상호간의 교직복수전공은 사범계열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0%, 

교직과정 설치학부(과)는 10% 이내에서 허용한다. 

③복수전공을 이수할 자는 전공교양을 제외한 해당 복수전공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취득하

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3.)

④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3.00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03.03.)

⑤소속학과의 동일계열에서 편입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년도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사정하여 선발한다. (신

설 2014.03.03.)

제41조의 2(학ㆍ석사 연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

며, 학ㆍ석사연계과정 시행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2조(부전공) ①부전공은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초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수할 수 있다.

②삭제<2008.11.01>

③부전공은 계열별 구별 없이 신청ㆍ이수할 수 있지만 사범대학(계열)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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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직부전공은 불허한다. 또한, 보건의료계열 학과에  부전공도 불허한다.

④부전공을 이수할 자는 해당 부전공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

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43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4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중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재수강 및 수강취소) ①기 취득한 교과목 중 그 성적이 C+등급(평점 2.5) 이하인 과목(학기당 6학

점 이내)에 한하여 그 성적을 포기하고 삭제 후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수강중인 교과목 중 해당 과목의 수강취소를 원할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내에 

담당교수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취소할 수 있다.

제12장 위탁생 및 특별학생, 학점은행제 학생

제46조(위탁생) 정부 각 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위탁교육 요청이 있을 때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으

로서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7조(특별학생) ①외국인, 교포자녀 및 외교관 등의 자녀로서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

학능력 여부를 검토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외국인 학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 정도에 따라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본

인의 희망에 따라 정규학생으로 입학시킬 수 있다.

제47-1조(학점은행제 학생) 학점은행제 학생은 평생교육법 및 학점인정시행령, 본 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

에 따르며, 이 외 사항은 이 학칙을 적용한다. (신설 2012.05.29.)

제49조(준용)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에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적용한다. 

제13장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제49조(공개강좌) ①본교에 평생교육의 목적 아래 직무ㆍ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

하는 학생 또는 사회인을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강좌의 제목 및 기간, 수강내용,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총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0조(시간제 등록학생) ①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 자에 대하여 시간제 등

록학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②시간제 등록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선발하며, 교육과정의 운영은 전일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시간제 등록학생에 대한 모집인원 및 전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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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학점신청, 등록금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간제 등록생 통합반의 입학정원은 7,000명 내에서 정한다. 단, 별도반은 입학정원의 10%로 제한한다. 

제51조(e-러닝 강좌) 본교에 정보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강좌(이하 ″e-러닝강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대학 간 컨소시엄에 의한 화상강의ㆍ컴퓨터망을 이용한 e-러닝강좌 및 원격시간제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장 학생활동

제52조(학생단체) ①학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창조적 능력을 신장하며, 진리탐구와 

대학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 등으로 따로 정한다. 

제53조(학생활동) ①학생회 또는 자치활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학생은 수업ㆍ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

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③학생회에 소속되지 않는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의 2(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학생 차별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과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학생지도) ①학생의 학업 및 대학생활을 돕기 위하여 담임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②담임지도교수는 개별상담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되,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생활동을 활성화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학생들의 도덕심 함양과 남ㆍ여간 성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전생활실천위원회를 둔다.

제55조(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 ①학생지도위원회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홍보처장, 기획처장, 입

학홍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며, 제반업무는 학생처에서 관장한다. 

제56조(간행물) ①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ㆍ부정기 간행물은 배포하기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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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장학금, 포상 및 징계 

제57조(장학금)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

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업의 계속이 어려운 자

3.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교에 공헌한 자

②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휴학, 자퇴,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다.

③장학금 지급에 따른 세부사항은 장학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58조(포상)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 한자와 학교 명예

를 높인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59조(징계) 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

차를 밟은 후,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이 학칙을 위반한 자

2. 무단결석이 4주간을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4.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5.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60조(징계의 감면 및 가중처벌) ①학칙이나 학생준칙을 위반하여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었거나, 징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학생지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를 감면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16장 등록금

제61조(납입금) ①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입학자는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자들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개정 2014.03.03.)

③실험ㆍ실습 및 교육연구에 관한 비용은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61조의 2(등록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①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등록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한 

때에는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4.03.03.)

②등록금을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를 신청한 자가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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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분할납부 및 유예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할 수 있다.

제62조(납입금 감면) ①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 등에 대하여는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전기졸업을 하지 못한 후기졸업 예정자의 납입금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일정액을 감액 할 수 있다.

③납입금은 결석ㆍ출석정지 또는 징계에 의한 정학ㆍ제적으로 인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한다. 

④장애학생의 납입금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일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등록금은 8학기 등록을 마치고 졸업논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신설 2014.03.03.)

⑥등록금 전액을 감면받은 학생도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03.03.)

제63조(등록금 반환) ①등록금이 과ㆍ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14.03.0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아래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

지 않게 된 경우

제17장 학칙 개정 절차

제64조(학칙개정안의 예고) ①학칙개정은 개정 사유가 발생한 소속 부서에서 개정안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함

으로써 발의된다.

②교무처장은 발의된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간 이상으로 

한다. 

제65조(의견제출 및 처리) 본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무처장

은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심의 및 공포) ①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이때 개정

내용이 특별한 경우는 공청회를 거칠 수도 있다.

②교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학칙 개정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ㆍ공포한다. 

제18장 교수회

제67조(교수회의 구성) ①본교 학사업무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

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교수회는 전체교수회, 단과대학교수회 및 학부(과)별 교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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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전체교수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을 비롯한 임원을 둔다.

제68조(전체 교수회의 기능) ①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학교의 교육계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사업무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교수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교무위원회 및 해당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장 교무위원회 및 각종위원회

제69조(교무위원회의 설치) ①본교의 학사운영 및 교육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

회를 둔다.

②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과 기타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2. 학부(과) 및 부속시설의 설치 운영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사일정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및 장학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각종 위원회) ①본교의 교육ㆍ연구 및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지역특화사업 육성,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단을 설치 운영한다. 

③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장 국내ㆍ외 교육교류

제71조(국내ㆍ외 교육교류) ①본교와 국내ㆍ국외 대학 간 소정의 협약에 의한 학생의 교육교류를 위하여 학

점을 상호 인정하는 단기교육 교류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대학과의 상호 학술교류를 통해 양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류대학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교육과

정연계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③교육교류에 의한 학점의 인정과 성적평가ㆍ과목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장 학교기업

제72조(학교기업 설치)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

고, 그 명칭을 한국국제대학교 학교기업(이하“학교기업”)이라 한다. 

②총장은 학교기업의 총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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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학교기업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3조(학교기업의 인턴십 활용) 삭제〈2008.05.22.〉 

제74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삭제〈2008.05.22.〉

제22장 계약에 의한 학부 및 학과의 설치∙운영

제75조(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및 명칭) 삭제〈2008.05.22.〉

제75조의 2(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ㆍ운영) ①본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

여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이하“계약학과”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계약학과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

③계약학과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수업연한,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수업료 등 납부금, 학기 및 수업일수, 학위수여, 설치ㆍ운영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6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삭제〈2008.05.22.〉

제77조(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삭제〈2008.05.22.〉

제78조(학생정원) 삭제〈2008.05.22.〉

제79조(운영경비 및 부담) 삭제〈2008.05.22.〉

제80조(학생이 부담하는 납입금) 삭제〈2008.05.22.〉

제81조(학기 및 수업일수) 삭제〈2008.05.22.〉

제82조(설치∙운영기간) 삭제〈2008.05.22.〉

제23장 교원 재임용 및 재계약 임용

제83조(교원 재임용 및 재계약 임용) 본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및 재계약 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준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장 정규교과 외 교육

제84조(교육의 정의) 학칙 제3조 제2항에 의거한 부속 및 부설기관의 교육이라 함은 일반인 또는 본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의 지원교육프로그램과 수익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본교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유ㆍ무료의 교육을 말한다. 

제85조(교육기관) ①학칙 제84조의 모든 교육은 본교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전담ㆍ실시한다. 단, 관광교

육원, 국제어학원,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장애인스포츠지도자연수원 등은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자체에서 

실시한다. 

②산학협력단과 체결한 사업은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른다.

③부설기관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경우 반드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시 그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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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여야 한다. 

제25장 대학자체평가

제86조(대학자체평가) ①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

다. 

②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학사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폐교되는 진주전문대학은 2005년 2월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폐교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칙을 적용하고 수업ㆍ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

여는 한국국제대학교에서 관리한다. 

제4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진주전문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년 2월말까지 학교를 졸

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한국국제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

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ㆍ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인터넷통상학부, 전자통신공학과 야간강

좌 재적생은 2006학년도까지는 동 학부(과)에 재적하고,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 하는 

학생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변경된 주간 인터넷무역학과, 전자공학과 또는 야간강좌 유사학부(과)로의 전

부(과)를 허용한다. 

제3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03학년도 입학자 중 학적변동 등으로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

지 못한 자가 있을 때는 변경된 학부(과)의 소속으로 한다. 

제4조(학위수여 경과조치) 2003학년도에 입학한 법행정학부, 인체예술학부 재적생은 2006학년도 말까지는 

법(행정)학사, 미술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된 행정학사, 미

용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 및 학부(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부(과) 재적생은 2007

학년도 말까지는 동 학부(과)에 재적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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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변경된 학부(과) 또는 주ㆍ야간 유사학부(과)로의 전부(과)를 허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3학년도 입학한 학생이 학적변동으로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에 재적하는 

경우에는 2004학년도 이후의 당해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하는 자는 복학 당해 연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하는 자는 복학 당해 연도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학사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전문대학 유예기간 연장으로 진주전문대학은 2008년 2월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폐교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법령과 학칙을 적용하고 수업ㆍ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한국국제대학교에서 관리한다. 

제4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진주전문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년 2월말까지 학교를 졸

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는 한국국제대학교에 편ㆍ입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

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하는 자는 복학 당해 연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하는 자는 복학 당해 연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영어학과 재적생은 2008학년도 말까지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유사학부

(과)로의 전과를 허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하는 자는 복학 당해 연도의 학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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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년 0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하는 자는 복학 당해 연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세무학과 재적생은 2010학년도 말까지는 동 학

과에 재적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유사학부(과)로의 

전과를 허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하는 자는 복학 당해 연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실크패션학과 재적생은 2011학년도 말까지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유사학부 

(과)로의 전과를 허용한다. 

제3조(과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미디어광고학과, 약재산업 학과, 자동차공학과 

재적생은 2011학년도 말까지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유사학부(과)로의 전과를 허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하는 자는 복학 당해 연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하는 자는 복학 당해 연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하는 자는 복학 당해 연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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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과조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하는 자는 복학 당해 연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ㆍ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컴퓨터공학과, 자율전공학부, 사회체육학과

(야간), 경영학과(야간)강좌 재적생은 2012학년도 말까지는 동 학부(과)에 재적하고, 학적변동으로 인하

여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유사학부(과)로의 전부(과)를 허용한다. 

제3조[학부(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학부(전공)명칭이 변경되는 다음 학부(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2학년도 말까지는 입학당시 학부(전공)로 졸업하는 것으로 하며,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은 복학, 재입학하는 당해 연도의 학칙을 적용한다. 

1. 경찰행정학부의 경찰학, 행정학, 세무행정학전공은 경찰행정학과로

2. 병원관리홍보학부의 병원관리, 광고홍보전공은 병원관리학과로

3. 제약공학부의 제약, 약재전공은 제약공학과, 약재산업학과로

4. 기계자동차공학부의 기계공학, 자동차공학전공은 기계자동차공학과로 변경한다. 

제4조(외국어 졸업 자격인증 적용례) 제27조 6항의 자격인증은 2009학년도 신입학생 및 2011학년도 편입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학과, 식품과학과 재적생은 2014학년도 말

까지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유

사학부(과)로의 전과를 허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조형디자인학과 재적생은 2015학년도 말까지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유사학부

(과)로의 전과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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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재적생은 2015학년도 말

까지는 동 학과에 재적하고,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유

사학부(과)로의 전과를 허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음악학과 재적생은 2016학년도 말까지는 동 학

과에 재적하고,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유사 학부(과)로

의 전과를 허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음악학과 재적생은 2017학년도 말까지는 동 학

과에 재적하고,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유사학부(과)로

의 전과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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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 과 명
2014학년도 입학정원

비고
주간 야간

     교육과학대학

 유아교육과 30 -

 초등특수교육과 20 -

 특수체육교육과 20 -

 유아특수교육과 20 -  

소  계 4학과 90 -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80 -

 경찰행정학과 70 -

 경영학과 40 -

 부동산지역개발학과 30

소  계 4학과 220 -

     관광대학
 호텔관광학과 60 -

 관광일어학과 30 -

소  계 2학과 90 -

     의료보건대학

 병원관리학과 40 -

 물리치료학과 40 -

 방사선학과 40 -

 간호학과 40 -

 제약공학과 50 -

소  계 5학과 210 -

     생활과학대학

 외식조리학과 40 -

 식품영양학과 40 -

 식품의약학과 40 -

소  계 3학과 120 -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과 50 -

 소방방재학과 40 -

 실내건축학과 30 -

(별표 제1호)

학과 및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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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 과 명
2014학년도 입학정원

비고
주간 야간

 조선해양공학과 40 -

 전기에너지공학과 30 -

소  계 5학과 190 -

     예술체육대학

 사회체육학과 50 -

 산업디자인학과 30 -

 미용예술학과 30 -

 음악공연학부 60 -

소  계 4학과 170 -

 자유전공학부 28 -

소  계 1학부 28

합  계
7개 대학

27학과 1학부

1,118 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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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 부(과) 학위종별

관광∙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행정학사

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 경영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관광일어학과 문 학 사

의료보건, 
생활과학대학

외식조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식품의약학과, 
제약공학과, 방사선학과

이 학 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병원관리학과 경영학사

공 과 대 학
소방방재학과, 실내건축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전기에너지공학과
공 학 사

교육과학∙ 
예술체육대학

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교육학사

특수체육교육과, 사회체육학과 체육학사

산업디자인학과 미술학사

미용예술학과 미용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별표 제2호)

학부(과)별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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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제 호

학 위 증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 전공, )을 이수하고 (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장 ○○○박사 ○○○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인)

 학위등록번호: 한국국제대○○○○(학)○○○1

(별지 제2호)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부(과) 소정의 전 과정( 전공, 부전공)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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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1.03.02

개정 2013.11.21

2014.03.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대학교 학칙」 (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국제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학과 등록

제3조(합격자결정 및 입학허가) ①신ㆍ편입생 선발 시 합격자 결정방법은 매년 신ㆍ편입생 입학전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모집요강에 명기한다. 

②총장이 합격자의 결정과 입학허가를 할 때는 당해 연도 입학전형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한다. 

제4조(학번부여 등) ①학기 개시일 전에 입학생의 학번을 부여한다. 

②입학생은 수강신청 기간에 학적부에 등재할 내용을 입력하고, 3개월 이내에 사진(3×4㎝) 3매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5조(등록과 등록금) ①총장은 학생의 학기 등록에 따른 등록금과 그 등록 기일을 학기 개시일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으로 한다. 

③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등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징수방법) ①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제9조 각호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②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③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졸업유예신청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4. 10학점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7조(등록금의 반환)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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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아래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개정 2010. 12. 02.)

5.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

지 않게 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8조(등록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①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등록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한 때에는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②등록금을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를 신청한 자가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학기 등록금 전 액을 납부하

여야 한다. 

③분할납부 및 유예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할 수 있다.

제9조(등록금 계산) ①군입대 및 질병(종합병원 4주 이상의 진단서)휴학으로 인하여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한 자와 일반휴학 기간 내에 입대한 경우는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한다. 

②휴학 당시 등록을 마치고 수업일수 3분의 1 이전에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복학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한다. 

③등록금을 납부한 후 수업일수 3분의 1이 경과하고 2분의 1이 경과 전에 휴학한 학생의 등록금은 제30

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금의 2분의 1금액을 납부한다. 

④등록금을 납부한 후 수업일수 2분의 1이 경과하여 휴학한 학생의 등록금은 제30조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무효로 한다. 

제10조(등록금 면제) ①등록금은 8학기 등록을 마치고 졸업논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②등록금 전액을 감면받은 학생도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제6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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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공배정 및 전과

제1절 전공배정

제12조(학부의 전공배정) ①2개 이상의 전공을 설치한 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전공과정 진입 시 전공을 선

택하여 배정 받아야 한다. 

②전공배정 시기는 2학년 1학기를 원칙으로 하여 학부에서 정한다. 단, 총장의 허가를 얻어 배정시기를 변

경할 수도 있다.

③학부로 모집하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그 복학기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원에 관계없이 전공을 결정한다. 

1. 재학 당시의 학과(또는 전공)를 전공으로 결정

2. 통폐합 등으로 재학 당시의 학과(또는 전공)가 없을 경우에는 학부내의 전공 또는 모집단위의 전공 중

에서 본인의 희망 학과(또는 전공)를 전공으로 결정 

제13조(전공별 배정인원) ①전공별 배정인원은 학생의 지원 비율, 전공별 수용능력, 해당 분야에 대한 사회

적 요구 등을 감안하여 전공별 배정정원의 최대 120%, 최소 8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별 배정정원의 조정은 ‘교무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전공배정 원칙) ①전공배정은 선지원, 후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별로 지원인원이 배정인원을 초

과하는 경우 모집단위를 관할하는 학부장은 다음 각 호의 배정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배정한다. 

1. 이수한 과목의 성적(총평균평점)에 따른 배정

2. 지도교수 면담결과 등 각 학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반영자료 적용

②제1항제1호의 성적산출과 순위선정 방법은 제95조를 준용한다. 

제15조(전공배정 계획) 모집단위를 관할하는 학부장은 2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전공배정 대상자

2. 전공배정 일정

3. 전공배정 신청기간 및 절차

4. 제출서류

5. 전공배정 반영요소별 배점과 방법 

6. 제13조에 따라 정한 전공별 배정인원의 범위

7. 전공배정신청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리방법

8. 그 밖에 전공배정에 관하여 학부별로 정한 사항

제16조(전공배정 신청 및 절차) ①전공배정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전공배정신청서

를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제15조 제7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②학부(과)장은 전공배정계획에 따라 전공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결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배정

한다. 

③학부(과)장은 2학기 성적 공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공배정을 완료한 후 게시판 등에 공시하고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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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전과

제17조(전과의 공고) ①총장이 학칙 제21조에 의하여 전과를 허가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년 개시 3주일 이

전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고 내용은 전과원서 접수기간, 학부(과)별 전과 예정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과 신청 및 인원) ①전과는 2학년 초(편입생은 3학년 2학기 초) 1회에 한하여 학년도 개시 2주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범계열 또는 총장이 정하는 특정학과에 대한 주간으로의 전과는 20% 이

내로 한다. 

②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전과 희망원을 해당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부(과)별 전과인원은 당해 학부(과) 입학정원의 50%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허용한 다. 다만, 소속 

학부(과)의 재학생수가 입학정원의 50% 미만일 경우 전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때 인원산정 기준일은 1

월 31일자로 한다. 

제19조(전과 결정 및 허가) ①전과 희망자가 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직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백분위가 높은 자,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취득 과목이 많은 자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학부(과)에서 결

정한다. 

②학부(과)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전과 희망 학부(과)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총장은 전과를 허가 할 수 

있다.

제20조(교과이수 및 학점인정) ①전과한 학생은 해당 학부(과)에서 정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전과한 자의 전적 학부(과)에서 기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 

③사범계 학과 전과생의 학점인정은 학부(과)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종별이나 소지여부와는 무관하게 학부

(과)에서 취득한 교직과정관련 전공과목(기본이수 학점 21학점 이상 포함하여50학점이내)과 교직이론에 

해당하는 교과목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 그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단, 교과교육영역 및 교육실습은 동

일 교원자격종별 소지자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한다. 

제21조(전과한 자의 등록처리) 전과한 학생은 전과한 학부(과)의 해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 납부

한 등록금과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차액금을 추징 또는 환불처리 한다. 

제4장 계절학기

제22조(계절학기) 계절 학기는 학칙상 정규학기와는 별도로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에 개설한다. 

제23조(개설과목) 개설대상 과목은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으로 한다. 

제24조(수강대상 및 이수학점) ①계절 학기는 재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수강을 원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 학기 ‘F’학점을 받은 과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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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자

3.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기타 사유로 학점 취득이 필요한자 

4. 특별반으로 편성되어 학점 취득이 필요한 자

5. 학술교류협정 체결대학 학생으로서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계절 학기에 신청ㆍ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신청가능하고, 수업료는 1학점당 30,000원으로 

한다. 단, 학과 성격 특성상에 따라 9학점까지 개설할 수 있다.

③특별 계절 학기에 신청ㆍ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2학점 이내로 신청가능 하다.

제25조(강좌개설 신청) ①계절 학기에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학부(과)장은 개강예정일 1개월 이전에 계절

학기 개설 희망 교과목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개설되는 교과목은 개설 2주일 전에 공고하고 수업기간은 4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개설인원 및 수강신청) ①교과목별 개설인원은 5명 이상 수강 신청한 교과목에 한해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수강신청 방법은 정규학기의 수강신청 방법 및 절차에 준한다. 

③수강등록 마감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신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④복수전공 및 부전공자의 계절학기 신청은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만 허용한다.

제27조(수업료) ①학생은 정해진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업료는 결석 등으로 인하여 감액, 면제 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폐강 교과목의 수업료는 환불한다. 

②계절학기 수업료는 학점단위로 총장이 따로 한다. 

제28조(성적평가 및 성적관리) ①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과 전 학년 평점평균 산정에만 

적용하고, 장학생 선발 및 전 학년 석차 순 성적 산출에서는 반영하지 않는다.

②성적평가 및 성적관리는 제89조를 준용하되, B0(전 학기 ‘F’학점을 받은 과목)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24조 제1항 2,3,4,5호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의 등급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장 휴학ㆍ복학ㆍ자퇴ㆍ제적ㆍ재입학 및 편입학

제1절 휴학 및 복학

제29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일반휴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일반휴학을 할 수 있다.

1. 개인사정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3. 가정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9학기 이상 재수강 자로서 해당학기에 개설과목이 없을 경우

②군입대 휴학은 군(복무)입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③특별휴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특별휴학을 할 수 있다.

1.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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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휴학이 만료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재휴학)

4.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 가능

④외국유학휴학은 해외입학허가서 및 재학증명서 또는 그 밖에 유학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휴학원) ①휴학은 매학기 등록기간전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업일수 2분의 1이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휴학원

을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3까지는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질병의 경우는 병ㆍ의원에서 발급한 4주이상의 진단서

2. 군 입대의 경우는 소집영장 사본

3. 임신ㆍ출산ㆍ육아의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제31조(휴학변경 및 연기) ①휴학이 허가된 자가 휴학기간 중에 다른 휴학사유가 발생하여 휴학종류를 변경

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휴학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4호 서식

의 휴학연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휴학을 변경하거나 연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휴학을 변경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명서를 제출하고 

복학해야 한다. 단,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경과되었을 경우는 즉시 일반휴학으로 변경해야 한다. 

제32(휴학의 제한) ①신입생의 첫 학기 일반휴학은 인정하지 않으며, 질병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기말고사 공고일 이후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③학기 개시일 이후 미등록자는 휴학원을 제출(군입대자 포함)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는 학부(과)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복학원) ①휴학한 자가 휴학사유 소멸로 복학하고자 할 때는 전산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복학원

을 학부(과)장의 확인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②휴학 당시의 학부(과)나 전공이 변경되었을 경우, 유사학부(과) 또는 전공으로 전환하여 복학할 수 있다.

제34조(복학시기) ①복학은 휴학한 당시의 해당학기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여도 학업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부(과)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 4분의 1이 경과하면 복학할 수 없다.

③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종료 전에 복학하고자 할 때는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의 출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군입대 휴학자의 경우 제대 또는 귀향 조치되어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복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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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퇴 및 제적

제35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제적) 학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제적되었을 경우에는 제적사유와 재입학 관련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학부(과) 및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재입학

제37조(재입학 자격) ①재입학 자격은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 한다. 

②자퇴 또는 제적자의 재입학 자격은 제적 후 1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로서 해당 모집단위의 수학능력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8조(재입학 여석산정 및 선발) ①재입학 여석은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직전학기 또는 직전학년도

의 총 정원 조정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재적생변동 상황보고(4월1일, 10월1일)에 명시된 1학년 

내지 2학년 제적자 총 인원에서 편입학 자를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②재입학자 선발은 재입학 여석 범위에서 다음 순으로 선발한다. 

1. 취득학점이 많은 자

2. 평점평균이 높은 자

③재입학은 정원 내ㆍ외를 구분하여 허가하며 정원 외(내)로 입학한 학생은 정원 내(외)로 재입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원 외의 경우에는 입학유형에 관계없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재입학생들의 재입학금은 면제하고, 등록금은 해당 학부(과) 재학생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39조(재입학 지원 절차) ①재입학은 학기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기 개시 3주일 이전에 교무처로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 [별지 제7호 서식〕

2. 성적증명서 각 1부

3. 학부(과)장 의견서 사본 1부

제40조(재입학의 전공 및 학점인정) ①재입학생의 모집단위는 제적당시의 소속으로 배정하며, 모집단위가 

통합ㆍ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통합ㆍ변경된 모집단위에 배정한다. 

②모집단위가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유사 모집단위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재입학자는 재입학 전의 학점을 인정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적 전에 이수한 학기의 학점

을 학기별로 무효 신청할 수 있다.

제41조(재입학생의 재학연한)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수업 잔여연한의 2배를 초과 할 수 없다.

제4절 편입학

제42조(편입학) ①학칙 제12조에 따라 편입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개시일 전에 편입학 모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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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별 인원, 전형방법 등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편입학원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합격자 발표는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필요에 따라 개별 통지할 수 있다.

제43조(일반편입학 인원산정) 학칙 제12조에 따라 일반편입학 인원산정은 편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학년도의 재적생 변동 상황보고서(4월 1일, 10월 1일)에 명시된 1~2학년의 모집단위별 제적자 수

에 4대요건(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원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확보율에 따른 산정 비율을 곱

한 인원으로 한다. 

제44조(편입학생의 학사관리) ①편입학년별 학점인정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정학점은 본교 평점평균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2학년 편입생: 32학점까지(외국인 편입생에 한함)

2. 3학년 편입생: 65학점까지

3. 4학년 편입생: 97학점까지

②편입학생의 학적부의 성적기록은 제1항의 인정학점과 편입후의 성적만 기록한다. 

③학부(과)장은 전적대학의 과목이수 또는 성적취득 내용이 편입학한 학부(과)의 교육과정과 현저히 차이

가 있는 등 기본교양교과, 전공교과를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12학 점 범위에서 선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교육과정운영 및 이수단위

제45조(교육과정의 편성) ①교육과정은 학칙 제29조 내지 제31조에 의하여 편성한다. 

②편성된 교육과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교육과정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각 학부(과)별 교육과정은 학년 당 36학점이내로 편성한다. 

④교양필수 교과목은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1학점(1학년), 취업전략과 역량강화 1학점(학년자율), 사회봉사 

2학점(학년자율)으로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전공필수 교과목은 학과 전공과목 개설학점(116학점 이하)의 

10%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료보건계열은 예외로 둔다.

⑤전공선택 교과목은 계열공통과목 6학점을 포함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⑥학점 당 시간 수는 1학점 1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실습과목은 4과목이내에서 1학점 2시간으로 할 

수 있다. 단, 의료보건계열의 전공실습과목은 1학점 3시간이내에 할 수 있다.

제46조(교과목의 번호표시) ①모든 교과목에 교과목번호 표시를 한다. 

②교과목번호 표시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교육과정 개편) ①교육과정을 개편 운영하고자 하는 학부(과)의 장은 소속 학부(과)장 회의를 거쳐 

개편 사유 및 내용을 학년개시 3개월 전까지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 개편 안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다만, 개편내용이 

경미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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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교육인증 교과는 공인된 인증원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다. 

④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한국국제대학교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복학생 및 재입학생의 교육과정) ①휴학한 학생이 복학한 때에는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따르거나 

복학한 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휴학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이를 적용 받고자 하는 교

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복학한 학생 또는 학점 미취득 학생이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서 해당 교과목의 이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 또는 대체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9조(교과이수) ①학년ㆍ학기별 교과이수는 교육과정표에 의한다. 

② 기본교양교과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취업전략과 역량강화, 사회봉사는 학

년에 제한 없이 개설할 수 있다.

제50조(교양교과) ①기본교양교과는 여러 학문분야의 도구과목 및 기초입문과목, 시대와 사회적 요청에 부

응하는 주제중심과목, 전인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기영역의 입문과정, 본교의 교육이념 및 

특성을 구현하는 과목, 기타 학과 또는 전공에서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문영역의 과목으로 학생들의 관

심과 수요에 부응하는 과목 등으로 개설하되 전공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은 제외한다. 

②교양필수교과는 대학생활과 진료설계(1학점), 취업전략과 역량강화(1학점), 사회봉사(2점)

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총 14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전공교양교과는 각 학과에서 교양학점 또는 해당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

을 6학점이내에서 개설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014년 입학생부터 제외)

제51조(전공교과) ①학부(과)별로 전공과목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130학점) 중에서 교양과목을 제외한 나머

지 학점 내에서 전공필수교과, 전공선택교과(계열공통 및 전공실습포함)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각 학부(과)에서 정한 전공필수교과는 개설학점(116학점 이내)의 10%이내, 전공선택 교과는92학점이내, 

계열공통은 6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③전공과목은 8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한다. 다만 간호학과는 11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52조(자유선택교과) ①자유선택교과는 전공교과에 포함해서 이수하는 교과목으로서 개설과목 중에서 임의

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졸업소요학점에 포함한다. 

②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직과정을 이수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자유선택교과로  

인정한다.

제53조(개편 시기) 교육과정은 4년마다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의 개편 또는 자격증 등과 관련

된 법률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

제54조(이수단위) 일반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 당 시간 수는 1학점 1시간을 원칙으로 하

되, 전공실습과목은 4과목이내에서 1학점당 2시간으로 할 수 있다. 단, 예체능, 의료보건계열의 전공실습

과목은 1학점 2~3시간이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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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수업

제1절 학사일정

제55조(학사일정) ①총장은 다음 학년도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학사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학사력에는 학기구분, 수업일수, 방학, 공휴일, 등록금 납부기간, 입학식, 학위수여식, 수강신청, 시험, 체

육대회 등 주요행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학사일정표에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수업시간표

제56조(수업시간표 작성) ①각 학부(과)에서는 매 학기 종강 1개월 전에 다음 학기에 개설하고자 하는 개설

교과목과 담당교수 명단을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교무처장은 매 학기 수강신청 개시일 전에 교과과정, 수강편람, 수업시간표를 작성하여 공고‧배부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③교양교과의 수업시간표는 교양학부에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봉사과목 및 전공교과의 수업시간

표는 학부(과)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④확정된 시간표는 임의 변경하지 못하며,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

다. 

제57조(수업시간) ①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과목의 수업시간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이 가능하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③수업시간의 변경은 수강신청 정정 기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교시별 수업시간 배정은 다음과 같다.

평 일 토요일

교시 주간 야간 교시 주간 야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09:00~09:50
10:00~10:50
11:00~11:50
12:00~12: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7:00~17:50
18:00~18:50
19:00~19:50
20:00~20:50
21:00~21:50
22:00~22:50

18:40~19:25
19:30~20:15
20:20~21:05
21:10~21:55
22:00~2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09:30~10:15
10:20~11:05
11:10~11:55
12:00~12:45
12:50~13:35
13:40~14:25
14:30~15:15
15:20~16:05
16:10~16:55
17:00~17:45
17:50~18:35
18:40~19:25
19:3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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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수업시간 배정) ①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은 주당 4일 이상에 걸쳐 균형 있게 배정 되도록 한다. 

②수업은 학과의 과목과 성격에 따라 야간 및 주말에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59조(수강인원 및 분반ㆍ폐강) ①교양교과는 수강인원이 보통강좌 50명미만, 전공과목, 어학 및 실습강좌

일 경우 40명 미만은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습기자재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강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공교과 수강인원이 학부(과) 정원의 5명 미만인 경우는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학년 2학기에 

개설하는 전공과목은 수강인원이 5명이하 일 경우라도 폐강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 유지개설 할 수 있다.

제3절 수강신청

제60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수강할 교과목을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 하며, 위 기간 내에 수강신

청을 하지 못한 자는 수업일수 4분의 1경과 이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과 동시에 수강신청 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업일수 4분의 1선 경과 전까지 수강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신청정정기간 중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③이수학점 미달로 졸업을 못한 경우(9학기 이상 해당자) 필요학점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④매학기 12학점 범위 내에서 인접학부(과)의 전공과목이나 타 전공코스의 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교양과목은 별도로 인정한다. 

⑤편입학생에 대해서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정하는 학점만 인정

하며, 소정의 잔여과정은 전공과목만으로 수강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제61조(수강신청절차) 학생은 소속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수강신청

을 하고 수강신청확인원을 출력하여 본인의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2조(수강신청 교과목의 임의변경 금지)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학부(과)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하지 않거나, 수강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수강한 교과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

다. 

제63조(수강신청의 정정) ①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수강인원 미달 등으로 인한 폐강

교과, 수업시간표 변경으로 인한 강의시간 중복, 졸업소요학점(4학년 2학기)의 미달 등으로 부득이 한 경

우에 정정할 수 있다.

②수강신청의 정정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수강신청 변경원을 지도교수와 학부(과)

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담당교수는 수강신청 변경원을 확인한 후 출석부에서 삭제하거나 출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4조(수강신청ㆍ취득기준 학점) ①학기당 18학점 이내, 매 학년도 3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②학생은 한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학기에는 10점 이상을신청할 수 있다.

③정당한 이유 없이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자유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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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필수의 순으로 삭제한다. 

제65조(학습구분 주ㆍ야 변경신청)①학습구분 주ㆍ야 변경신청은 학부(과)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신규 취업자

2. 이미 취업한 학생이 직장 근무사항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②교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교과목의 학습구분 주ㆍ야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변경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9학점 이내로 한다. 

1. 복학생이 해당 학습구분 내에서는 강의시간 중복으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2. 졸업 해당 학기의 해당 학습구분 내에 졸업학점에 필요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계절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4. 편입생이 학과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할 경우

③학습구분 주ㆍ야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학습구분 주ㆍ야 변경신청서 및 관계

증명서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부(과)장에게 제출하고 학부(과)장은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재학 중 학습구분 주ㆍ야 를 변경했을지라도 입학 당시의 학습구분 학적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66조(교과목의 재수강)①2개 학기이상 수강자가 이미 취득한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C⁺등급이하)에

는 해당 교과목(학기당 6학점이내)을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②재수강을 신청하는 최소전공인정교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개설되지 않거나 폐강된 경우에는 학부(과)

에서 지정하는 유사 또는 대체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67조(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①7개 학기(편입생은 3개 학기)이상 등록한 학생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해당교과목의 담당교수와 학부(과)장의 승

인을 얻어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강신청 철회 원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철회로 인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수강신청철회는 졸업까지 1회에 한하며 교과목수는 3과목(6학점)이내로 하되, 해당학기 최소 수강신청학

점(12학점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절 강의운영 및 평가

제68조(강의계획서) ①강의 담당교원(외래교수(시간강사) 포함)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강의계획서를 매 학

기 수강신청 전까지 전산 입력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담당교수는 수강신청 시 또는 개강 시 수강생에게 강의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강의하여야 

한다. 

③2인 이상의 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는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과목담당 교원은 입력한 강의계획서를 학기마다 수정 보완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9조(외국어강의) ①외국어강의는 학생의 국제화 및 외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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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말한다. 

②외국어강의는 수강에 필요한 외국어를 일정수준 이상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70조(교외교육) ①학기 중에 실시하는 교외교육은 매 학기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교외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육실시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강의평가) ①강의평가는 개설된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학점 

및 현장실습 교과는 제외할 수 있다.

②강의평가 문항 및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2조(교재선택) ①교육교재의 선택은 소속 학부(과)장과 협의하여 담당 교과목의 교수가 선택한다. 

②2명 이상의 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담당교수 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관련 학부(과)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제73조(휴ㆍ결강과 보강) ①강의 담당교원(외래교수(시간강사 포함)은 휴ㆍ결강 없이 강의계획서에 맞추어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당교수의 휴가ㆍ병가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휴강 또는 결강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보강계획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학기에 보강을 실시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보강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휴ㆍ결강 및 보강 계획을 수강학생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74조(사전보강) 행사, 교육실습, 기타사정으로 휴강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

아 학생에게 공지하여 사전에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절차는 제73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75조(출석부 등의 관리) ①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의 합산과정을 출석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성적 합산과정을 포함한 성적 평가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과목 담당교원은 출석부를 성적 정정기간 만료 후 1주일 안에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한다. 

제76조(수업일수 미달에 대한 조치)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출결상황을 매 학기 말에 집계하여 출석 수업한 

시간이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제77조(공결처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자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된 자

3. 결혼, 출산, 사망의 경조사 공결을 신청한 자.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4.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부(과)장이 인정한 자

②제1항에 따라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공결신청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학부(과)장은 승인된 공결자 명단을 지체 없이 해당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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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교원 책임시간

제78조(교원 책임교수시간) ①전임교원의 책임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

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예외로 둔다.

1. 책임시수에 대학원 담당시수는 제외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3학점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2. 퇴직예정(1개 학기 전)인 전임교원은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학기의 책임시수이하로부여할 수 있

다.

3.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은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임시수 이하로 부여할 수 있다.

②보직겸임교수의 주당 책임교수시간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한다. 

구분 보직구분 책임시수

가 부총장 3

나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홍보처장, 사무처장 3

다 평생교육원장, 전산정보원장, 산학협력단장 6

③전항 이외에 총장이 책임교수시간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책임교수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동일인이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하였을 때에는 적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⑤전임교원의 주당 강의시간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9조(외래교수(시간강사) 위촉) ①외래교수(시간강사)는 해당 학부(과) 교원의 회의를 경유하여 추천하고 

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②외래교수(시간강사) 위촉은 학기별 단위로 하고, 개강 2주일 전까지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외래교수(시간강사)의 위촉, 해촉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외래교수(시간강사)의 주당 담당시간은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3시간

의 범위 내에서 초과할 수 있다.

⑤학부(과)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이 미달할 때에는 외래교수(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없다.

제80조(다른 대학 및 본교 부설기관 출강) ①본교의 전임교원이 다른 대학 및 부설기관에 출강하고자 할 때

에는 사전에 총장의 출강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다른 대학 출강시간은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내 담당 수업시간과 합하여 주당 15시간을 초

과할 수 없다.

③본교 부설기관의 출강시간은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해당 학부(과) 일부강의를 외래교수(시간강사)가 담당하는 학부(과)의 전임교원과 제78조제2항 각호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대학에 출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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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전허가 없이 다른 대학에 출강한 교원에 대해서 총장은 복무규정 등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6절 강의료 지급

제81조(강의료 지급기준) ①본교의 초과강의와 외래교수(시간강사)에 대한 강의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초과강의료는 초과 강의한 교원에게 지급한다. 

2. 시간강의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본교 행사(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교육실습, 학습답사 등) 및 사정으로 휴강하였을 경우 강의료는 지급

하되 반드시 보강을 필하여야 한다. 

③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휴업 기간 중 강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82조(강의료 계산) ①본교의 강의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특수강의는 2시간을 1시간으로 하여 강사료를 지급한다. 단,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보통강의시간과 동일

하게 계산할 수 있다.

2. 총장이 인정하는 특수한 강의, 외국인교수의 강의, 외래교수(시간강사) 강의는 실제 강의시간을 강의료 

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

3. 직군별 강의료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분 강의료 계산 방법

전임교원, 초빙교원
석좌교원

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책임학점을 초과한 학점에 대하여 강의료 산정

명예교원, 겸임교원
외래교수(시간강사)

담당시수를 기준으로강의료 계산

4. 계절학기 강사료는 학생들의 계절학기 신청비 납부와 상관없이 총장의 재가를 얻어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5. 초과강의는 초과 강의한 교원에게 학부의 주간시간 및 학점을 기준으로 하여 주 단위로 계산하며, 전

임ㆍ초빙ㆍ석좌교원은 학점당 1시간으로 하여 초과한 시간만큼 강사료를 계산한다. 그 외 직급은 시간당 

1시간으로 하여 실제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단, 야간 및 주말에 강의하는 교원 

및 외래교수(시간강사)에 한하여 초과시간 및 학점을 기준으로 1. 5배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 

6. 5명이하 강의료 시수계산은 ×0.5에 의해서 강의료시수를 산정한다. 이때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7. 동일한 과목으로 여러 반을 강의할 경우에는 책임시수(9시간)은 인정하되, 그이외의 시수는 초 과시수 

×0.5으로 산정한다. 

 ②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외래교수(시간강사)의 경우나 국 내

ㆍ외의 저명인사 및 명예교수의 경우는 강의한 것으로 본다.

 ③각종 강의료의 계산은 매학기 강의 시작일로부터 종강 일까지로 한다. 

제83조 (인원초과 강의료 지급) ①수강인원별 강의료 지급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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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전공과목의 보통강의 인원초과 지급률

수강인원 강의료 지급률 비고

50명 이하
51명~60명
61명~70명
71명~99명

100%
120%
140%
160%

②수강인원의 계산은 매월 강의료 계산일 현재 실제로 수업을 받는 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③책임시수 미달교원은 수강인원 초과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4조(강의료 지급의 특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도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시간

2.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한 때

3. 정규 강의시간 이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바에 따라 다수의 학생 또는 학생단체를 정기적으로 지도한 

때

②전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각 학부(과)의 실제 시간표에 의하여 근무한 교원(외래교수(시간강사) 포함)에 

한하며, 제3호의 경우는 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5조(특별강의료) 외국인, 명예교수 등 특별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강의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6조(강의료 정액) 시간당 강의료의 지급 정액은 매 학년도의 예산 범위 안에서 아래와 같이 총장이 정한

다. 

구분 지급 기준액(원) 및 계산

▪전임교원, 초빙교원
▪석좌교원(기본급이 있는 경우)
▪연구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의전담교수

책임시수
9시간 이상

초과 학점당
15,000

▪석좌교원(기본급이 없는 경우),겸임교원
▪명예교원, 외래교수(시간강사), 초빙교원

시간강사료

▪외국인 외래교수(시간강사)
책임시수

12시간 이상
초과 시간당

15,000

▪야간 및 주말에 강의하는 교원 및 
외래교수(시간강사)

교원(전임,겸임,초빙,석좌
등)

초과 학점당 금액 × 
1.5

외래교수(시간강사)
초과 시간당 금액 × 

1.5

▪대단위(100명 이상) 강좌 시간당 2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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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강의료 지급일) 강의료는 개강일을 기준으로 주 단위로 계산하여 당월 말일 또는 익월 급여일에 지

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8조(강의료 산정 시 제외 대상과목) 학기별 개설강좌 중 교원의 실제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강좌와 기

타 제외사항에 포함되는 각 호의 강좌에 대해서는 강의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사회봉사, 독서여행Ⅰ,Ⅱ, 현장심화과정Ⅰ,Ⅱ, 인턴실무, 산업체 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등 과목

②수강신청 폐강인원(전공 5명 미만) 강좌 중 개설 유지되는 과목

제8장 시험과 성적

제89조(성적평가) ①시험은 학기당2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성적은 시험성적, 출결상황, 실기 및 실험‧실
습결과와 그 외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과제물 및 학습태도 등)를 반영하여 평가

한다. 

②교과목 중 특별학점 교과 등은 평점을 부여하지 않고 급제는 “P”, 낙제는 “U”로 표시할 수 있다.

③휴학 자는 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94조에 해당하는 군 입대 휴학 자는 예외로 한다. 

④교양필수 과목 중 대학생활과 진료설계(1학점), 취업전략과 역량강화(1학점)는 평점을 부여하지 않고 급

제는 “P”, 낙제는 “U”로 표시한다. 

제90조(평가 방침) ①학업성적의 평가는 상대평가로 하여야 하며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시험성

적, 출석, 과제물성적 등을 아래 기준에 의거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A, B학점 합계 80%초과 금

지)

성적 등급별 비율 성적평가 요소별 비율

등급 점수 평점 비 율 평가요소 비율

A+ 95-100 4.50
0-30% 중간고사 20-40%

A0 90-944.00

B+ 85-893.50
0-50% 기말 고사 20-40%

B0 80-843.00

C+ 75-792.50

0-20%

출석 20%
C0 70-742.00

D+ 65-691.50

과 제 물 10-30%D0 60-641.00

F  0-590.0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는 상대평가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1. 야외 공동 실습 및 실기과목

2. 교직과목

3. 담당교수가 평가주체가 되지 않는 현장실습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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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총장이 정한 교과목

제91조(추가시험) ①추가시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담당교수와 학부(학과)장의 허가

를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질병: 진단서 첨부

2. 입대 및 병무소집 응소 :영장 원본첨부(원본은 확인한 후 반환함)

3. 직계 존ㆍ비속의 상고: 관계 증빙서류첨부

4. 공무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출장명령서 사본 등의 증빙서류

②추가시험의 성적은 B+ 이하로 한다. 다만, 추가시험 응시의 사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닐 때는 성적등급

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92조(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①시험 감독교수는 시험 중 부정행위자를 적발하면 즉시 부정행위의 내용을 

시험지 상단에 기록하고 날인한 후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②부정행위자의 교과목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제93조(성적의 처리) 교과목 담당교수는 종강 후 7일 이내에 성적을 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입력한 후 출력

된 성적전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 학부(과)장에게 제출하고 학부(과)장은 이를 취합ㆍ확인한 후 교무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출석성적 평가) ①출석성적은 개강 일을 시작일로 하고 종강 일을 종료일로 하여 평가한다. 다만, 

학기 중 복학 또는 재입학한 자는 그 허가 일을 시작일로 하고, 제95조에 해당하는 자는 휴학일까지를 

총 출석일수로 하여 평가한다. 

②학생이 불가피하게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는 출석한 것

으로 인정한다. 

③출석성적의 산출은 별표 1의 출석점수 환산표에 의한다. 

제95조(군 입대자의 성적 처리) 군 입대로 인한 휴학자의 학점은 입대 일까지의 출석시수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3이상일 때에 한하여 휴학 전까지의 성적을 근거로 하여 당해 학기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반드

시, 입대휴학원에 학점인정의뢰서를 첨부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성적의 평점평균 계산 및 순위) ①성적의 평점평균은 학적학과를 기준으로 각 교과목의 환산총점을 

신청학점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②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1. 평균백분율

2. 평점평균합계

3. 신청학점합계

③학과불일치 경우에는 성적석차 산출에서 제외한다. 

④석차는 모집단위를 기준으로 학년별, 학기별로 산출하고 누적석차는 석차산출 시점의 전체 성적을 기준

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최종석차는 졸업 시 부여하되 전ㆍ후기졸업자를 통합하여 산출하고, 전기졸업자에

게는 후기졸업자가 졸업할 때까지 임시석차를 부여한다. 매학기 성적석차를 산출하여 성적증명서 상에 표



141

기하고, 수강학점 철회 등으로 성적이 변동이 되더라도 확정된 성적석차는 변동이 되지 않는다.

⑤졸업 후 학적부의 F학점은 평점평균 산출에서 제외되나, 성적석차 산출에는 F학점을 포함한다. 

제97조(성적의 열람) 매 학기 성적처리 종료 후 학생은 전산망을 통해 성적을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학업성적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8조(성적의 정정) ①입력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담당교수에게 총장

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성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담당교수는 성적 정정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제90조제1항에서 정한 성적등급 비율의 범위

에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성적 열람 종료 후 성적 정정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성적정정요청서에 그 사

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무 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99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신청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

2.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임이 판명된 성적

3.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4.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5. 당해학기 미등록자의 성적

제100조(학점포기) ①학생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성적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학

점을 포기할 수 있으며,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을 포기한 경우에도 학사경

고, 장학금 수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학점포기 자격은 7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이어야 한다. 

③학점포기가 허가된 교과의 성적은 삭제 처리하며, 허가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재인정할 수 없다.

④학점포기는 반드시 교육과정 변경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

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101조(성적평가자료 및 출석부의 보관) 성적 평가자료(시험지, 성적평가표 등)는 해당 학부(과)장이, 출석

부는 교무처장이 각각 5년간 보관한다. 

제102조(성적평점환산기준표) 졸업생 및 재학생이 평점평균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점수를 

요구할 때 별표 2의 성적평점 환산기준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장 국내ㆍ외 대학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

제103조(적용범위) 국내 다른 대학 및 해당 국가가 인정하는 외국대학과 본 교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교

류 및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대학에서 수학할 경우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제104조(수학기간) ①본교 학생의 다른 대학 수학과 다른 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계절수업 이수 및 방학 중의 단기연수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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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지원자격) ①본교 학생이 국내ㆍ외의 다른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3. 00 이상일 것.

2. 국외대학 수학의 경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②다른 대학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기개시 3주전까지 수학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은 방학 중에 계절수업 강좌를 수학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지원절차) 본교 학생이 국내ㆍ외 다른 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ㆍ내외 다른 대학 수학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1부

2. 국ㆍ내외 다른 대학 수학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1부

3. 국ㆍ내외 다른 대학 학점교류 학부(과)의 교육과정 1부

4. 기타 지원 대학이 요구하는 서류

제107조(수학허가) ①해당 학부(과)장 또는 단대학장은 제106조에 의거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교무처장에게 제출 한다. 

②신청한 학생의 수학허가는 총장이 결정한다. 

제108조(등록금) ①다른 대학 수학허가를 받은 본교 학생은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본교에 수학허가를 받은 다른 대학생은 학생이 소속한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정규학기를 수강하는 외국인학생은 수학기간 중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절수업을 수강하는 다른 대학생은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9조(수강신청 등) ①학생교류수학에 따른 학생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각각 수학하는 대학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②다른 대학에서 수학하는 본교 학생의 교과목 이수는 지원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

다. 다만, 이수할 전공과목이 부족할 경우에는 교양필수 등을 이수할 수 있다.

제110조(수학취소) 본교에서 수학허가를 받은 다른 대학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1조(취득학점) ①다른 대학에서 수학하는 본교 학생의 학기당 취득학점과 총 취득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당 취득학점: 본교 취득학점을 포함 18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 수업은 6학점 이내

2. 총 취득학점: 계절수업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총 70학점 이내

②본교에서 수학하는 다른 대학 학생의 수학기간 중 학기당 취득학점과 총 취득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당 취득학점: 18학점(계절수업은 6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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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취득학점: 계절수업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총 70학점 이내

제112조(다른 대학 수학 등의 학점인정) ①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 및 학점은 그대로 인정한다. 다만,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의 중복 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고 본교 평점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성적은 

P(pass)와 U(unpass)로 표기할 수 있다.

③교류학생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국내ㆍ외 다른 대학 이수학점 대체과목인정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의 

추천서(영문)를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사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시설물의 이용) 본교에 수학이 허가된 다른 대학 학생은 본교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장 특별학점 인정 

제1절 어학 및 자격증

제114조(취득학점) 어학시험성적 및 컴퓨터 관련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어학 및 컴퓨터관련 교양

과목에서 각 1과목씩 최대 6학점이내로 제한한다. 

제115조(학점신청 및 인정) ①어학시험성적 및 컴퓨터 관련자격에 따른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장(또는 지도교수)을 거쳐 학기종료 20일 

전까지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기 졸업대상자는 학기종료 4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점인정 시기는 어학시험성적 및 컴퓨터 관련자격취득 학기의 성적에 반영한다. 다만, 재학 중 취득한 

어학시험 성적의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특별학점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다.

시 행 내 용
비고

인정자격증 
인정기준
(점수 등)

인정
과목

인정
학점

워드프로세서 1급(대한상공회의소) 1급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I⋅II
컴퓨터

활용능력
중 1과목

2학점

컴퓨터활용능력 1급 1급 취득

ITQ 아래한글(한국생산성본부) A등급 취득

MOS MS워드 2007 core 또는 2003 expert 취득

ITQ MS워드 (한국생산성본부) A등급 취득

ITQ 한글파워포인트(한국생산성본부) A등급 취득

MOS 파워포인트 2007 core 또는 2003 core 취득

ITQ 한글엑셀(한국생산성본부) A등급 취득

MOS 엑셀 2007 core 또는 2003 expert 취득

MOS 아웃룩 2007 core 또는 2003 core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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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 행 내 용

비 고인정자격증 또는 
어학능력시험

인정기준
(점수 등)

인정과목명 인정학점

 영어
관련

토익(TOEIC) 755점 초급영어회화I.II 
중급영어회화I.II
고급영어회화I.II

실용영어 I.II
영어회화
중 1과목 각 2학점

텝스(TEPS) 600점

토플(TOEFL) ibt 86

 일본어
관련

일본어능력시험
(JLPT)

3급이상
초급일본어회화
중급일본어회화

일본어회화
JPT I.II

중 1과목
JPT 500점이상

 

제2절 사회봉사활동

제116조(취득학점) ①사회봉사활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②사회봉사활동의 인정범위는 공익기관, 비영리단체(아동보호시설, 청소년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시설,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의료기관 봉사활동 등) 및 본교에서 인정하는 사회봉사활동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30시간 이상으로 하고 일수는 5일 이상으로 하며,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제117조(신청시기) 사회봉사활동 신청은 정해진 수강신청 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제118조(신청절차) ①사회봉사활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사회봉사활동 신청서(개

인)에 봉사대상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학부(과)장에게 제출하고, 학부(과)장은 이를 심사한 후 이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1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한 단체 사회봉사활동은 대표 학생을 선발하고 별지 제23호 서식의 사회봉사

활동 신청서(단체) 및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회봉사활동 참가자 명단(단체)을 작성하여 대표 학생이 소속

한 학부(과)에서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농ㆍ어촌 단체봉사활동의 경우 봉사활동 추천기관장은 봉사활동장소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제119조(실시시기) 재학 중에 실시한 사회봉사활동만 인정이 되며,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학기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120조(학점신청 및 인정) ①사회봉사활동에 따른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사회

봉사활동(특별학점인정) 이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장(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기종료 

20일 전까지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기 졸업대상자는 학기종료 40일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②학점은 사회봉사활동 실시 학기의 성적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봉사활동기간 지연 등 불가피

한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학기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 시간에 따른 성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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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7시간 이상: A+

2. 36시간: A0

3. 35시간: B+ 

4. 34시간: B0

5. 33시간: C+ 

6. 32시간: C0

7. 31시간: D+ 

8. 30시간: D0

9. 29시간 이하: F

제3절 성적관리 및 기타

제121조(성적관리) ①특별학점의 교과목 표기는 “어학”과 “자격증”으로 한다. 

②특별학점의 성적은 “P”와 “U”로 한다. 

③특별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고, 평점평균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재해발생시의 책임) 학생이 사회봉사활동 기간 중 부상 등을 입거나 봉사대상 기관의 재산 등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비용부담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장 특별교육과정 운영

제1절 교직과정

제123조(적용범위)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부(과)의 학생으로서 졸업 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유치원 2

급 정교사 및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과

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4조(교직과정의 운영) ①교직과정의 학사운영은 교무처장이 맡는다.

②교무처장은 교직과정 이수기간 중 교직과목 담당 전임교원을 지명하여 이수지도를 담당케 한다. 

제125조(설치학부(과) 및 이수승인 정원) 교직과정 설치학부(과)와 그 정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에 의하며, 

별표 3과 같다.

제126조(이수자 선발) ①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2학년 1학기 개강 40일 전까지 학부(학과)를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직과정신청(1차)은 제1학년 2학기말까지의 성적이 상위 30%이내인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③교직과정 1차 선발자 중 2학년 1학기 교직과목 이수자에 한하여 인성, 성적 등을 고려하여2학년 2학기 

수강 신청정정기간 종료 전까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교직과정 이수자인원을 최종확정 선발하며 학생에게 

개별 통보한다. 

④교무처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를 작성하여 자체 보관한다. 

⑤사범계열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별도의 이수자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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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재학 기간 중 총 2회 이상의 인성 및 적성검사를 받아야한다. 

제127조(수강신청 및 학점인정)①교직과목은 매 학기 수강신청 학점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②교직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소요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한다. 

③교직과목은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하며, 교직이란 명칭으로 구분하여 학적부에 기록한다. 

제128조(이수과목과 학점) ①교직과정이수학생은 해당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직과정 설치학부(과)의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및 교직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직과목세부 이수기

준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으며, 구체적인 교과목 및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교직과정의 이수인정 기준은 전체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100분의 75이상으로 한다. 

제129조(표시과목 및 기본이수과목) 교직과정 신청자는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규정된 해당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중 7과목(21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을 이

수하여야 한다. 

제130조(교직 복수전공) ①교직 복수전공 신청자는 복수전공 학과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00교과교육론⌟(3학점), ⌜00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3학점), ⌜00논리 및 

논술⌟(2학점)))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할 경우 복수전공 학과의 신입생 모집 정원의 50%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③특수교원자격취득을 위한 복수전공 취득학점은 교과교육 관련 과목 8학점을 포함하여 복수전공 학과에

서 38학점 이상 이수해야한다. 

제131조(교육실습) ①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학년도 이내에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을 하여

야 한다. 

②학교현장실습은 협력학교에서 4주간 실습을 하여야 하며, 교육봉사활동은 협력학교 및 전공분야와 관련

된 사회교육기관(시설)에서 인정한 보조교사나 봉사활동 또는 참여관찰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당 

30시간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③공업계 표시과목 교직과정 이수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실습 외에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13

조제1항에 따라 4주 이상의 산업체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④교직과정 이수자로 하여금 실습 및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2조(교육실습의 실시 및 지도) ①해당 학부(과)장은 교육실습 대상학생이 작성한 교육실습계획서를 교

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실습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실습 내용, 시간 및 평가방법은 해당 학부(과)장 및 교직과목 담당교수와 협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정한다. 

③교육실습 기간 중에 실습은 전공학부(과) 전임교원 및 실습학교 담당교사가 지도한다. 

제133조(학점인정) 학기당 기준학점 내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제134조(교직과정 이수포기) ①교직과정 이수자로 그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수업일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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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1 이내의 기간 중에 별지 제27호 서식의 교직과정이수 포기원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

도 포기한 교직과목 취득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②교직이수자로서 전부(과)한 경우에는 교직신청이 자동 포기된다.

제135조(무시험검정의 신청) ①정해진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학위취득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 기간 중에 교

원자격무시험검정원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무처에서는 교사자격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발급자 명단을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NE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6조(교원양성위원회) ①교원자격검정 업무 및 교직과정 관련 교육과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수강자의 자격, 성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9명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인사 포함)으로 구성하되, 교무처장을 위원장으

로 하고, 당연직은 교직과정부장, 외부위원 1인 이상, 위원은 교직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학부(과)장 혹은 

교직담당 교원으로 한다. 

③제2항의 외부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자격증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ㆍ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3.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실습 계획에 관한 사항

5. 교육봉사활동 인정기준,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원자격 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직업무담당자가 된다.

⑨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절 교육봉사 활동

제137조(적용범위) 2009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및 교직과목을 이

수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138조(개설시기 및 이수시간) 사범대학 학생은 교육봉사활동을 1~4학년 중에 지속적으로 실시 할 수 있

고,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2~4학년 중에 지속적으로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수시간은 2학점 60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39조(학점인정 방법) 4학년 2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을 하고 교육봉사활동 실시 확인서를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며 담당교수는 이를 심사하여 이수학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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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이수절차 및 방법) ①교육봉사활동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

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이나 시설, 기타 학부

(과)장이 추천하고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는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의 보조교사, 외국인 학생학습 도우미, 

야학교사, 방과 후 교실교사 등 공인된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활동

에 참여하는 경우, 시ㆍ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교육봉사활동에 준하

는 활동이라고 학부(과)장이 추천하고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③교육봉사활동 기관은 학생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학이 선정할 수도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④교육봉사활동 실시 후 확인서 제출은 별지 제69호 서식에 의거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장의 확인을 받

아 담당 교수에게 확인서를 제출한다. 

⑤담당 교수는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심사하여 성적을 부여한 후 성적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제141조(교육봉사활동 관리) 교육봉사활동 관리 주관 부서는 다음과 같다.

①교무처는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처리한다. 

②교직과정부는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및 기관을 안내한다. 

③담당 교수는 교육봉사활동 종료자에 대한 심사, 성적 및 명단을 관리한다. 

제3절 현장심화 교육과정 운영

제142조(용어의 정의) 현장심화학기란 총장이 인정하는 학부(과) 자율적인 현장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는 

학기를 말한다. 

제143조(학기운영) 현장심화교육을 목적으로 개설된 15주 단위의 현장심화학기로 학기제 혹은 학년제(2개

학기 연속)로 이수할 수 있으며, 학기당 2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졸업학기(8개학기)에는 포함

하지 않는다.

제144조(대체이수 및 특별이수인정) ①현장심화교육 기간의 2분의1이상이 경과된 후 현장심화교육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심화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을 보고서 또는 세미나 등으로 대

체하여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현장심화교육 기간의 4분의3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2. 징병검사, 징병소집에 응할 때(현역 복무기간은 제외)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때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잔여기간의 실습이 어려울 때

제145조(강좌개설) ①현장심화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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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유형 과목 학점 기간 최대이수 비고

현장심화학기
현장심화과정Ⅰ 2 15주

4학점
매학기 연속 신청 가능
학과별로 과목명 상이현장심화과정Ⅱ 2 15주

②위의 강좌와 별도로 학과의 특성에 맞는 현장심화교육 강좌를 개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아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1. 개설 과목명 및 학점 수

2. 현장심화교육을 담당할 지도교수

3. 기타 개설에 필요한 사항

제146조(수강신청 및 평가) ①수강신청은 학사지원과 수업담당자가 취합하여 일괄 전산 입력한다. 

②등록금은 신청학점단위로 정한다. 

③성적평가는 학부(과)장이 하되,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유형식의 과제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교내 

전산망을 통해 직접 성적을 입력한다. 

④현장심화과정 이수자의 성적은 적합(P: Pass) 또는 부적합(U: UnPass)으로 평가한다. 

⑤현장심화학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현장심화교육 지원금”을 지

급할 수 있다.

제4절 공개강좌

제147조(용어의 정의) “공개강좌”라 함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평생교육을 목적 아래 학술연구ㆍ직무ㆍ교

양 및 교육증진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는 1년 이내의 연수활동을 말한다. 

제148조(공개강좌의 개설)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원장

2. 대학장

3. 부속시설 및 연구기관의 장

제149조(개설 승인) 공개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강좌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사항을 명기하

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제목)

3. 강좌의 과목 및 강사의 성명

4. 강좌개설 기간 및 장소

5. 수강생의 자격

6. 수강생의 선발기준

7. 학급편제 및 수강생 정원

8. 강좌 이수의 사정 기준

9.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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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50조(수강생의 선발) 공개강좌를 개설하는 기관의 장은 수강생을 선발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1조(이수증명) 공개강좌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공개강좌 이수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52조(학점 인정) 공개강좌를 이수하고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이 본교에서 개설한 정규 학부(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는 공개강좌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은 「고등교육법」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53조(등록금) 공개강좌의 등록금은 계절학기의 등록금에 준한다. 

제154조(회계) 공개강좌의 회계는 교비회계에서 운영하되, 「교비회계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55조(결과보고) 공개강좌를 개설하는 기관의 장은 공개강좌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시간제 등록생

제156조(지원절차) 본교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그 밖에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57조(전형방법) ①시간제 등록생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학부(과) 단위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간제 등록생의 선발은 서류전형 등으로 선발하며, 출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8조(등록시기) 등록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 전의 정해진 기간 내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의 

등록은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59조(등록금) ①등록금은 신청학점단위로 정한다. 

②전형에 합격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시간제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이미 등록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

제160조(수강신청) ①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12학점, 연간 24학점(계절학기 포함)

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계절학기로 수강할 수 있는 교과는 재수강 교과에 한한다. 

제161조(교육과정) 교육과정 운영은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162조(학위수여)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로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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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합시험 등에 합격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절 현장실습(인턴십)

제163조(실습기관) 실습기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기업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4. 기타 지도교수, 학과장 등이 추천하여 총장이 인턴십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 는 기관

제164조(편성 및 학점인정) ①현장실습(인턴십)의 교과목 편성 및 개설은 학기 또는 방학 중에 총장이 정하

고, 기간에 따라 3개 과정으로 편성하며, 각 과정별 편성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장실습(인턴십) 교과목 편성
인정학점 실습주수 개설학기 과 정

국내 국외 

인턴십 1
(Internship 1)

해외 인턴십 1
(Foreign Internship 1)

36학점 48주 학기 중 학년제

인턴십 2
(Internship 2)

해외 인턴십 2
(Foreign Internship 2)

18학점 24주 학기 중 학기제

인턴십 3
(Internship 3)

해외 인턴십 3
(Foreign Internship 3)

2~3학점 4주 방학 중 계절제

②인턴십의 수업시간을 주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1주는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③48주 이상 인턴십의 성적처리는 학기단위로 시행할 수 있다.

제165조(인턴십 과정의 이수) ①인턴십은 최대 3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②인턴십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인턴십 수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취업 등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학기제 또는 학년제 인턴십 중인 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인턴십 유보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그 잔여기간을 이수하면 이를 인

정할 수 있다.

④인턴십 과정의 5분의 4 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2. 징병검사, 징ㆍ소집에 응할 때(현역 복무기간은 제외)

3.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때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교육 참여로 잔여기간 실습이 어려울 때

제166조(실습기관의 변경 등) ①인턴십 과정중인 자가 실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과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인턴십 기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②인턴십 과정중인 자가 실습기관과 합의하여 부득이 실습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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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턴십 과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67조(인턴십 강좌 개설) ①인턴십의 강좌는 총장이 개설한다. 

②인턴십의 강좌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인턴십 교육과정개설 계획서에 의거 개설한다. 

③인턴십 교육과정개설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설과목 및 학점 수

2. 실습기간

3. 인턴십 지원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4. 기타 개설에 필요한 사항

제168조(인턴십 신청 자격) ①인턴십 신청자격은 본교 재학 중인 자로서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하며, 

졸업예정자(4학년 2학기 등록자)는 원칙적으로 이수 할 수 없다.

②휴학 중인 자나 이전 학년도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인턴십 과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69조(인턴십 지원신청서 제출) 인턴십 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전“본교”에서 정한 

기간에 별지 제34호 서식의 인턴십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0조(인턴십 과정 대상자 선발) 인턴십 과정 대상자는 인턴십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본교와 실습

기관이 정한 선발 기준에 의거 실습분야와 실습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발한다. 단, 학년별 전공 재학생의 

일정 비율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171조(수강신청) ①인턴십 과정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인턴십 책임교수의 지도하에 일괄 수강신청을 한

다. 

② 인턴십 과정 대상자의 수강신청은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확정되며,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수강신청은 취소된다.

제172조(인턴십 과정 지도) ①총장은 인턴십 과정교육에 참가한 학생지도를 위하여 각 과정별로 인턴십 책

임교수를 위촉한다. 

②인턴십 책임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습기관과 연계하여 실습생의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5

호 서식의 인턴십 일지, 별지 제36호 서식의 인턴십 주간보고서, 별지 제37호 서식의 인턴십 종합보고서

의 작성지도 및 점검, 별지 제38호 서식의 인턴십 근태상황부를 점검하고, 실습생과 실습기관의 애로점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③인턴십 책임교수는 실습기관과 연계하여 별지 제39호 서식의 인턴십 현장 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3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①인턴십에 대한 성적평가는 실습생의 인턴십 일지, 인턴십 주간보고서, 인

턴십 종합보고서, 인턴십 근태상황부, 별지 제40호 서식의 인턴십 기관평가서, 인턴십 지도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교”학칙 제37조 성적평가에 따라 “인턴십”책임교수가 과목별 담당교수와 협의

하여 학점을 부여하고 별지 제41호 서식의 인턴십 성적평가서을 작성한다. 

②총장은 인턴십 성적평가조서 등을 검토하여 인턴십 이수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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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협약사항) 인턴십 실습기관과 체결하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인턴십 협력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인턴십 교육에 필요한 계획

2. 인턴십 교육 기간 중 실습생의 보건ㆍ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실습생에 대한 혜택(후생복지 및 근무수당 등)

4. 기타 효과적인 인턴십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5조(실습생의 의무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인턴십 실습생은 당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턴십 일지, 인턴십 주간보고서, 인턴십 종합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인턴십 실습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책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인턴십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인턴십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책임교수를 통하여“본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 해당하는 실습생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인턴십 실습 중 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2장 복수전공 및 부전공

제176조(이수자격)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3.00이상으로 한다. 

제177조(추천 및 허용 범위) ①복수전공 및 부전공은 주전공의 전공과목을 36학점이상 이수한 다음 학기부

터 이수할 수 있다.

②복수전공 및 부전공은 계열별 구별 없이 신청ㆍ이수할 수 있지만 사범대학(계열)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서의 교직부전공은 불허한다. 또한, 보건의료계열 학과에 복수전공 및 부전공도 불허한다.

③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은 사범대학(계열)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서 교직이수 예정

자로 최종 선발된 자로 한하며,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 상호간의 교직복수전공은 사범대학은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 교직과정 설치학부(과)는 100분의 10이내에서 허용한다. 

④편입생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은 3학년 2학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소속 학과의 동일계열에서 편입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년도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사정하여 선발한다.

⑤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자 중 졸업유예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4학년 2학기 기말고사 이전

까지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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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①복수전공 및 부전공은 2학년 2학기 또는 3학기 1학기 초에 소정의 절차

를 밟아 이수할 수 있다.

②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3호 서식의 복수전공(부전

공)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부(과)의 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부(과)장은 제179조에서 정한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학점을 확인한 후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졸업 

결정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9조(이수학점) ①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전공교양을 제외한 복수 전공학부(과)에서 지정한 전공필수과

목을 이수하며, 교과교육영역과목 8학점을 포함한 해당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을 50학점이상 취득하

여야 한다.

②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지정과목이 소속 학부(과) 또는 전공의 과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 

또는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며 추가로 교과목을 지정받아 이수하여야 한다.

③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에서 80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④교원양성학과를 제외한 일반학과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을 42학점이상 취득

하여야 하며, 일반학과 부전공 이수자는 해당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을 21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제180조(복수전공 및 부전공 포기) ①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복

수전공(부전공) 이수 포기서를 최종학기 수업일수 4분의 3까지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부(과)장을 거쳐 교

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수전공 및 부전공 포기자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부(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자유선택교과로 인정한

다. 

제181조(재학연한)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이수연한은 재학연한으로 한다. 

제182조(학위수여) ①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에 대하여는 소속 학부(과)의 졸업과 동시에 학위증을 수여

하고 이를 학적부에 기재한다. 

②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의 학위증서는 하나로 수여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2개 이상의 학위증서를 각각 수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학위증서의 일련번호는 하나로 표시한다. 

③복수전공 및 부전공자의 학위수여는 본 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의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④교직과정 이수자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부(과) 또는 전공분야를 복수로 전공한 자는 그  학부(과) 또

는 전공분야에 대한 교원자격증을 각각 수여한다. 

제13장 수료 및 졸업

제1절 수료

제183조(수료학점) ①각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3.3)

1. 제 1학년: 32학점 이상

2. 제 2학년: 65학점 이상 



155

3. 제 3학년: 97학점 이상 

4. 제 4학년: 130학점 이상 

②본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2013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입학 당시의 졸업

학점 13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4.3.3) 

제184조(학년진급)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마친 자는 수료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학년진급을 인정한다. 

제185조(수료) ①학칙에 의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

하지 못한 자에게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료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학년별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라도 학적을 보유한 자는 수료 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2절 졸업시험

제186조(졸업종합시험 응시자격) 졸업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8학기 등록을 마치고 재학하는 자

로서 졸업기준(취득학점, 교과과정 이수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87조(학부(과)별 시험관리) ①졸업종합시험 학부(과)별 시험 관리는 학부(과)에서 담당한다. 

②학부(과)의 시험 관리에 대한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계획수립 및 시행

2. 출제위원, 시험감독 및 채점위원의 선정

3. 기타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제188조(시험 시행시기) ①졸업종합시험은 매년 10월~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졸업종합시험 실시 20일 전에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원서의 제출,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

항을 학부(과)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9조(시험과목) ①졸업종합시험은 각 학부(과)에서 지정하는 전공필수 3개 교과목으로 한다. 

②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졸업종합시험 외의 논문, 실험실습 보고, 실기(작품설계) 등으로(이하 “졸업논문 

등”이라 한다) 갈음할 수 있다.

제190조(합격기준) 졸업종합시험에 응시한 교과목 중 전체 과목평균 70%이상, 각 교과목별로 60% 이상 득

점한 교과목에 한하여 교과목 단위로 합격을 인정한다. 

제191조(졸업논문 등의 작성계획서 제출) 해당 학부(과)의 특성상 졸업논문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부(과)

의 학부(과)장은 졸업종합시험을 치를 수 있는 해당 학기 초에 졸업논문 등의 작성계획서를 교무처장에

게 제출하고 추진일정과 대상자명단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학부(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2조(졸업논문 등의 지도교수 선정) ①학부(과)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전임교수 중에 선정하여 교무처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도교수는 논문 등의 작성과정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193조(졸업논문제출) 졸업논문은 최종학기 기준으로 기말고사 개시 이전에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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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졸업논문 등의 심사위원회 구성) ①졸업논문 등의 심사위원은 학부(과)별로 위원장 1명, 위원 2명

으로 구성한다. 

②심사위원의 배정은 논문의 성격을 고려하여 해당 학부(과)장이 정한다. 

제195(졸업논문 등의 심사와 평가) ①평가 기준은 학부(과)에서 따로 정하며, 평가방법은 심사위원 다수결

에 의하여 합격과 불합격으로 한다. 

②졸업논문 등의 심사는 학기말 시험 종료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96조(졸업종합시험 결과보고) ①학부(과)장은 졸업시험 결과를 학기말 시험 종료 7일전까지 교무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무처장은 졸업종합시험 결과를 학기말시험 종료 전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7조(논문 등 불합격자의 구제) 졸업논문 등의 불합격자는 수료 후 재 제출(졸업종합시험은 재 응시, 작

품 등은 재 제출)할 수 있다.

제3절 졸업요건

제198조(졸업요건) ①학칙 제27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졸업사정에 통과하여야 

한다. 

1. 8개 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2013학

년도 입학생까지는 입학 당시의 졸업학점으로 하되, 재입학 또는 휴학자는 복학 학년에서 시행되는 교육

과정에 따른다.

2. 기본교양교과, 전공교과목은 제50조 및 제51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학부(과)에서 정 한 교육과정

을 이수하여야 한다. 

3. 편입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선수과목을 지정한 학부(과)에서는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 다.

4. 졸업종합시험에 통과하지 않는 자는 졸업사정회 대상자에 제외한다. 차후 졸업종합시험을 통과 할 경

우에는 통과된 그 학기의 졸업사정회 대상자에 포함한다. 

5. 편입생은 3, 4학년에 개설된 전공필수과목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고, 신입생 및 전과한 학생은 입학 

및 전과한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도 1 ~ 4학년까지의 전공 필수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졸업하지 못한다. 단, 전과전의 학과의 전공필수는 예외로 한다. 

6. 교육과정변경이나 수강신청 등의 잘못으로 필수과목 미 취득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

였을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계절 학기를 개설하여 구제할 수 있다.

단, 특별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2학점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교양교과, 전공교과에 대한 일정한 이수구분이 없이 졸업학점 

130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 등에 합격한 자로서, 다른 학부(과)에서 정한 최소전공 인정학점을 모두 이

수한 경우 해당 학부(과)의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다.

③학과장은 졸업인증 자격 기준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하고, 졸업인증은 원 전공에만 적용한다. 

제199조(조기 졸업) ①조기졸업을 원하는 신청자는 취득학점이 130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성적 평균평

점이 4.30 이상이어야 한다. 



157

②학칙 제59조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조기졸업 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③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5호 서식의 조기졸업승인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200조(졸업유예) ①제190조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복수전공 이수나 각종 자격증 취득에 따른 

교과목 이수 등을 위하여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거나 취업준비 또는 역량강화를 위

하여 학교 또는 학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졸업시기를 유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학

기 기말고사 기간 중에 별지 제46호 서식의 졸업유예 신청서를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교무처장에

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졸업유예 신청은 1개 학기 단위로 하며 신청서 제출 후 휴학할 경우에는 복학학기에 졸업 

대상자로 인정한다. 단, 졸업유예학기는 통산하여 2개 학기로 한다. 

③졸업유예 신청자의 등록금 납부는 한국국제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장 입학과 등록 제6조(징수방법)3항

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납부해야한다. 

④졸업유예의 취소는 별지 제46-1호 서식의 졸업유예 취소신청서를 등록금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졸업유예를 위한 등록금납부기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총장은 졸업유예를 취소한다.  

⑥졸업유예가 취소된 경우, 해당 학생은 당초 졸업예정시기에 학위를 수여받는다.

제201조(명예학위증 수여) ①학사과정 재적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명예학위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명예학위증 수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2.1)

제4절 복수학위제 운영

제202조(용어의 정의) 복수학위제라 함은 본교와 교류대학(이하 “양 대학교”라 한다)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 대학교에서 각각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03조(수업연한) ①복수학위취득을 위한 복수학위과정 학생의(이하 “복수학위학생”이라 한다) 수업연한은 

본교에서 2년 이상 수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대학교간의 협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교류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수학 대학재학생으로서의 

학적을 보유한다. 

제204(신청 및 등록) ①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복수학위 이수 신청서(별지 제47호 서식)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국문, 영문 각 1부) 

4. 학부모동의서 1부

5. 수강계획서 1부

6. 해외여행 보험증권 1부(합격자에 한함)

7. 기타 제출을 요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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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복수학위학생은 양 대학교의 등록절차에 따라 매 학기 등록을 하고 필요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복수학위학생의 등록금은 양 대학교간의 협약에 따른다.

제205조(파견자격) ①본교 재학생으로서 교류대학에 파견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4개 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

2. 전체 평점평균이 3. 0 이상인 학생

3. 학칙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4.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외국대학에 적용)

5. 교류대학 국가의 언어로 강의 수강이 가능한 학생

②교류대학 학생의 자격은 협약에 따른다.

제206조(파견 시기 및 인원) 복수학위학생의 파견시기 및 파견인원, 파견기간은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정한

다. 

제207조(학사관리) 복수학위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 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에 따르되, 양 대학교

간의 협약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제208조(졸업요건) ①본교 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또는 교류대학 학생이 원 소속 대학에서 취득

한 학점이 본교의 졸업소요학점에 부족할 경우 본교에서 졸업에 필요한 나머지 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교류대학의 학생은 본교 졸업자격인정 각 영역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양 대학교 학생의 졸업사정은 졸업 마지막 학기 최종 성적이 확정된 후에 하고, 본교 졸업일 30일 전까

지 통보된 자에 대하여 본교의 학위를 수여하며, 이후에 통보될 경우에는 다 음 학기에 학위를 수여한다. 

제209조(복수학위의 중도포기) 복수학위학생으로 파견되어 중도 포기할 경우 별지 제48호 서식의 복수학위

과정 이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취득한 학점은 『한국국제대학교 국내ㆍ외 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210조(성적평가,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 ①복수학위학생이 교류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해당 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②복수학위학생이 교류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소속 학부(과)의 연간 최대 이수학점의 범위 내에

서 소속 학부(과)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다. 

③복수학위학생은 교류대학교에서 졸업학점 1/2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교류대학교간 졸업학점이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는 양 대학교의 협정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④복수학위학생은 양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졸업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각각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5절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제211조(학위수여 요건) 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로서 본교에서 84학점 이상의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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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득한 자

제212조(학위수여 절차) ①해당자가 본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으

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수여예정일 40일 이전까지 별지 제49호 서식의 학사학위신청서에 평생

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한 학점인정서와 학점인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해당자의 신청서류가 제195조에서 정한 학위수여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전공 관련 학부

(과)단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예정자로 확정하며,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을 학위수여예정일 

30일 이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③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학위 수여 전일까지 해당

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별지 제50호 서식의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3조(학위증 수여 등) ①해당자에게는 제204조에 따라 학위수여절차가 완료되면 별지 제51호 서식의 

학위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52호 서식의 학위증을 수여한다. 

②학위번호는 정규과정과 구별하여 정하고, 반드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임을 명시하여

야 한다. 

제214조(증명서 발급) 각종 증명서 중 성적증명서 발급은 평생교육진흥원이,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및 학위증

의 발급은 본교에서 발급한다. 

제14장 체육특기자 운영

제215조(체육특기자 수업) 체육특기자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로 하고 매일 수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합기간이나 기타 감독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16조(수업참여와 관련된 혜택) 수업참여와 관련된 혜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기간은 혹한기, 혹서기 또는 특수한 장소와 사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간 전일을 훈련기간으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훈련시간은 수업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일 2회 3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특기자의 성적처리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1등급: A0 학점 이상 

- 2등급: B0 학점 이상 

- 3등급: C0 학점 이상으로 하되, 그 기준은 경기 참여도 및 훈련성과로써 평가한다. 

4. 특기자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시험을 고의로 치루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항의 부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17조(체육특기자 입학) 체육특기자의 입학은 교육과학기술부인정 체육특기자 심사규정에 의하여 선발하

되, 당해 연도 체육특기자만을 해당 학과와 입학홍보처 결의에 따라 입학시킬 수 있으며, 고교 재학 중 

축구선수로 등록 된 자를 선수 선발대상으로 한다. 

제218조(체육특기자 서열순위) 서열순위는 체육특기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생부와 종

목별 실기테스트를 거쳐 선발한다. 종목별 등급평가는 심사위원 3인의 합의에 의한다. (단, 특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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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에 따른 종목과 점수를 조절할 수 있다.) 

제219조(입학취소) 체육특기자의 입학에 있어 우수한 선수라 하여도 체력평가에 불합격된 자는 입학을 취

소할 수 있다.

제220조(편입학) 편입학은 우수한 선수로서 해당 운동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21조(장학금) 우수한 체육특기자는 납입금을 일부 면제하며, 특수한 선수에게는 총장의 결의에 따라 기

숙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22조(기숙사비 보조기간 및 취소) 기숙사비 보조 기간은 1학기로 하고, 1학기 기간 중 훈련 평가 및 시

합성적이 부진하거나 훈련에 태만한 선수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23조(선수숙소생활) 선수숙소생활은 총장의 결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224조(체육특기자 등록) 체육특기자는 매학기 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등록이 완료된다.

제225조(선수진료) 체육특기자 진료는 훈련 및 시합 시에 발생한 부상자에 한하여 공상으로 치료할 수 있

다.

제226조(포상) 체육특기자로서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훈련에 열성적이고 팀의 사기와 학교의 명

예를 높인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227조(징계) 체육특기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의 결의에 의하여 총장이 징계할 수 있

다.

1. 체육특기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한 사정에 의한 휴학 일지라도 감독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없고, 1년이 초과되면 학칙에 의해 일반학생으로 처리한다. 다

만, 군 입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체육특기자로 입학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동부에서 이탈한 자는 징계 처리할 수 있다.

3. 체육특기자로 학생회 또는 일반 동아리에 가입하여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운동부 발전을 저해하

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징계처분 한다. 

4. 교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 및 집단행위, 성토시위, 농성, 운동거부, 지도자 거부 등으로 학교생활 또는 훈련에 지장을 초래한 자

는 징계 처분한다. 

5. 훈련 성과가 없고 전망이 희박하다고 판단되거나, 건강이 나쁜 선수는 팀에서 제명하고 졸업예정일 전

에 취업을 위해 팀을 이탈 또는 팀 운동을 저해한 선수는 제명 처분한다. 

6. 위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에 준하여 총장의 결의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제14장 증명서 발급

제228조(증명서의 종류) ①증명서는 졸업, 졸업예정, 수료, 제적, 재학, 성적, 휴학, 학적부, 등록금납입증명

서 및 장학금수혜확인서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일부 증명서에 대해 외국어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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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증명서는 별지 제53호 내지 제66호 서식과 같다.

제229조(기타의 증명서) 이 규정에 없는 특별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0조(발급대상 및 기준) ①발급대상은 본교의 재적학생, 졸업생, 제적사실이 있는 학생, 수료학생 등으로 

한다. 

②발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졸업예정증명서는 기 취득학점에 마지막 학기 등록학점을 가산하여 130학점 이상인 재학생 및 수료생

에게 발급한다. 

2. 학년별 수료증명서 발급기준은「학칙」제26조에 따른다.

3. 학년별 재학증명서 발급기준은「학칙」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제231조(증명서 발급명의) 증명서는 총장명의로 발급한다. 

제232조(증명서 발급신청)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ㆍ우편민원 등으로 신청할 때와 자동증명 발급기에 의한 증명발급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3조(증명서 발급절차) ①증명서는 전산정보원에 입력된 학력 자료에 따라 발급하고 입력이 되지 않은 

자는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 기재된 사실을 조사 대조한 후 발급한다. 

②제1항의 발급 담당자는 증명서 해당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시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4조(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①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에 기본(가족관계)증명서 또

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학적부 기재사항의 정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하고 사유를 기재한 후 날인한다. 

제235조(학적부 멸실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①학적부가 멸실되어 증명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증명서는 재적당시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관보, 교지, 회보에 한한다)와 동창생 2명 이상의 보증서 

등을 참작하여 당해 증명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때에 발급할 수 있다.

②성적이 멸실된 자에 대하여는 성적멸실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36조(증명서 발급대장의 비치)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기 위하여 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37조(수수료) 본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는 「한국국제대학교 각종증명수수료 징수 규

칙」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규정 시행으로 2013학년도 이전에 한국국제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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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으로 다음의 규정은 폐지한다. 

1. 「한국국제대학교 계절학기 운영 규정」

2. 「한국국제대학교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3. 「한국국제대학교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

4. 「한국국제대학교 현장실습(인턴십)에 관한 규정」

5. 「한국국제대학교 시간제 등록생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6. 「한국국제대학교 특별과정 설치 운영 규정」

7. 「한국국제대학교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8. 「한국국제대학교 학생전공 배정 규정」

9. 「한국국제대학교 학습구분 신청에 관한 규정」

10. 「한국국제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업무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규정 시행으로 2014학년도 이전에 한국국제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으로 다음의 규정은 폐지한다. 

1. 「한국국제대학교 강의료지급 규정」

2. 「한국국제대학교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3. 「한국국제대학교 재입학에 관한 규정」

4. 「한국국제대학교 재입학 시행세칙」

5. 「한국국제대학교 전과에 관한 규정」

6. 「한국국제대학교 편입학에 관한 규정」

7. 「한국국제대학교 현장심화학기 운영 규정」

8. 「한국국제대학교 교직과정 운영 규정」

9. 「한국국제대학교 휴학 및 복학에 관한 규정」

10. 「한국국제대학교 시험 및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11. 「한국국제대학교 교육봉사활동운영 규정」

12. 「한국국제대학교 학생교류 및 학점에 관한 규정」

13. 「한국국제대학교 체육특기자 운영에 관한 규정」

14. 「한국국제대학교 수업에 관한 규정」

15. 「한국국제대학교 외국어능력시험 학점 및 졸업인정에 관한 시행서」

16. 「한국국제대학교 인턴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17. 「한국국제대학교 제증명발급 및 학적부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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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국국제대학교 졸업사정 규정」

19. 「한국국제대학교 졸업에 관한 규정」

[별표 1]

출석점수 환산표

 결 석 시 수
 [1-]×10 = 출석점수
 총 강의시간 1/4

수업“주”6시간 수업“주”5시간 수업“주”4시간 수업“주”3시간 수업“주”2시간 수업“주”1시간

출석
시수

결석
시수

적용
점수

출석
시수

결석
시수

적용
점수

출석
시수

결석
시수

적용
점수

출석
시수

결석
시수

적용
점수

출석
시수

결석
시수

적용
점수

출석
시수

결석
시수

적용
점수

90 0 10 75 0 10 60 0 10 45 0 10 30 0 10 15 0 10

89 1 10 74 1 9 59 1 9 44 1 9 29 1 9 14 1 7

88 2 9 73 2 9 58 2 9 43 2 8 28 2 7 13 2 5

87 3 9 72 3 8 57 3 8 42 3 7 27 3 6 12 3 2

86 4 8 71 4 8 56 4 7 41 4 6 26 4 5 11 4 F

85 5 8 70 5 7 55 5 7 40 5 6 25 5 3

84 6 7 69 6 7 54 6 6 39 6 5 24 6 2

83 7 7 68 7 6 53 7 5 38 7 4 23 7 1

82 8 6 67 8 6 52 8 5 37 8 3 22 8 F

81 9 6 66 9 5 51 9 4 36 9 2

80 10 6 65 10 5 50 10 3 35 10 1

79 11 5 64 11 4 49 11 3 34 11 0

78 12 5 63 12 4 48 12 2 33 12 F

77 13 4 62 13 3 47 13 1

76 14 4 61 14 3 46 14 1

75 15 3 60 15 2 45 15 0

74 16 3 59 16 1 44 16 F

73 17 2 58 17 1

72 18 2 57 18 0

71 19 2 56 19 F

70 20 1

69 21 1

68 22 0

67 23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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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학과명(전공명)
입학
정원 

 승인정원(입학년도기준) 
표시과목

13년도 12년도 11년도 

관광대학 관광일어학과 40 3 3 3 일본어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40 4 4 4 영양교사

외식조리학과 50 4 4 4 조리

예술체육대학 미용예술학과 40 4 4 4 미용

계 10 290 15 15 15 -

[별표 2]

성적평점 환산 기준표

등급 평 균 평 점 환산점수 등급 평 균 평 점 환산점수

A+

4.50
4.40이상~4.49이하
4.35이상~4.39이하
4.30이상~4.34이하
4.20이상~4.29이하
4.10이상~4.19이하

100
99
98
97
96
95

C+

2.50이상~2.59이하
2.40이상~2.49이하
2.30이상~2.39이하
2.20이상~2.29이하
2.10이상~2.19이하

79
78
77
76
75

A0

4.00이상~4.09이하
3.90이상~3.99이하
3.80이상~3.89이하
3.70이상~3.79이하
3.60이상~3.69이하

94
93
92
91
90

C0

2.00이상~2.09이하
1.90이상~1.99이하
1.80이상~1.89이하
1.70이상~1.79이하
1.60이상~1.69이하

74
73
72
71
70

B+

3.50이상~3.59이하
3.40이상~3.49이하
3.30이상~3.39이하
3.20이상~3.29이하
3.10이상~3.19이하

89
88
87
86
85

D+

1.50이상~1.59이하
1.40이상~1.49이하
1.30이상~1.39이하
1.20이상~1.29이하
1.10이상~1.19이하

69
68
67
66
65

B0

3.00이상~3.09이하
2.90이상~2.99이하
2.80이상~2.89이하
2.70이하~2.79이하
2.60이상~2.69이하

84
83
82
81
80

D0

1.08이상~1.09이하
1.06이상~1.07이하
1.04이상~1.05이하
1.02이상~1.03이하
1.00이상~1.01이하

64
63
62
61
60

F 0 0

[별표 3]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승인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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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자격종별 세 부 이 수 기 준

중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영양교사(2급)
◦ 50학점 이상
- 직무관련 영역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자격종별 세 부 이 수 기 준

유치원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특수학교 정교사(2급)

◦ 42학점 이상
- 특수교육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 38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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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2009 이전 입학자) 

영역
과목
번호

교과목 학년 학기 학점 시간
이수최저

학점
비고

교직이론

ED701 교육학개론 2 1 2 2

14학점
(7과목)

ED702 교육철학 및 교육사 3 1 2 2

ED703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 2 2 2

ED704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3 2 2 2

ED705 교육심리 2 1 2 2

ED706 교육사회 2 2 2 2

ED70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4 2 2 2

교과교육
ED708 교과교육론 3 1 2 2 4학점

(2과목)ED709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 2 2 2

교육실습
ED710 교육실습 4 1 2 2 2학점(4주)

참관, 실무,
수업실습

ED711 (산업체 현장실습) (2) 2학점(4주)  공업계학과

교직이수 학점 합계 20(22)학점 20

(2009 이후 입학자)  사범계열 적용

이수구분
개설
학년

교과
번호

교과목
학
점

시
간
수

개설학기
최저이수

학점
비고

1 2

교직이론

2 교육학개론 2 2 ◯

14학점
(7과목이상)

2 교육심리 2 2 ◯
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 2 ◯
3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2 ◯
2 교육사회 2 2 ◯
3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2 ◯
3 생활지도와 상담 2 2 ◯
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2 ◯

교직소양
1 특수교육학 개론 2 2 ◯

4학점
(2과목)4 교직실무 2 2 ◯

교육실습

4 교육실습 2 2 ◯ 2학점(4주)

1-4 교육봉사활동 2 ◯ 1학점
30시간이상

2학점
60시간이상

22
(30)

2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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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개설 학과 적용

이수구분
개설
학년

교과번호 교과목 학점 시간수
개설학기 최저이수

학점
비고

1 2

교직이론

2 교육학개론 2 2 ◯

14학점
(7과목이상)

2 교육심리 2 2 ◯
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 2 ◯
3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2 ◯
2 교육사회 2 2 ◯
3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2 ◯
3 생활지도와 상담 2 2 ◯
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2 ◯

교직소양
4 특수교육학 개론 2 2 ◯ 4학점

(2과목)4 교직실무 2 2 ◯

교육실습

4 교육실습 2 2 ◯ 2학점(4주)

2-4 교육봉사활동 2 ◯ 1학점
30시간이상

2학점
60시간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 (2) 2학점(4주)
공업계
학부
(과)

22
(32)

22
(30)

(2013 이후 입학자) 

사범계열 및 교직과정 적용

이수구분
개설
학년

교과
번호

교과목 학점
시간
수

개설학기 최저이수
학점

비고
1 2

교직이론

2 교육학개론 2 2 ◯

14학점
(7과목이상)

2 교육심리 2 2 ◯
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 2 ◯
3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2 ◯
2 교육사회 2 2 ◯
3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2 ◯
3 생활지도와 상담 2 2 ◯
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2 ◯

교직소양

1 특수교육학 개론 2 2 ◯
4학점
(2과목)

4 교직실무 2 2 ◯
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2 ◯

교육실습

4 교육실습 2 2 ◯ 2학점(4주)

1-4 교육봉사활동 2 ◯ 1학점
30시간이상

2학점
60시간
이상

(산업체 현장실습) (2) 2학점(4주)
공업계
학부
(과)

22
(30)

2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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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전공배정 신청서

1.인적 사항

 

학부(과) 구분 학 년 학번 성명

주ㆍ야

 2.전공배정 신청 내용

 

배정희망순위 지 망 전 공

1 전공 

2 전공

3 전공

4 전공

위와 같이 전공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학부(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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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전과 희망원

인
적
사
항

학 과
(학 부)

전공

성명 주민번호

학번 학년 성별

주소 전화번호

신
청
사
항

전과학과
(학부)

전공

전과사유

첨부서류

본인은 학칙 제5장 제21조 2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과를 희망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본 인:     (인) 

보 호 자:     (인)

전 출 학 과 전 입 학 과 결재

지도교수 학과장 지도교수 학과장 담당 팀장 처장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귀하

※“전과희망원은 반드시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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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휴  학  원

인
적
사
항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번호

학부(과) 전공

학번 학년 학년 ( 주, 야 )

휴
학
사
항

휴학사유
군입대, 가정사정, 질병, 직장관계,

임신‧유아(출산), 외국유학 

일영일자 군복무기간 전역예정일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휴학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

복학예정 20    년    월    일 ( 학년학기 )

붙임서류

본인은 학칙 제5장 제19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29조~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인)

 보호자:        (인)

 지 도 교 수:        (인)

 학부(과)장:        (인)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귀하

경유

회계과 도서관

결재

담당 팀장 처장

※휴학원는 반드시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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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휴학변경(연기)신청서

인
적
사
항

주 소 전화번호
 휴 
 택(    )     ~

성 명 주민번호

학부(과)명 전 공

학 번  학 년 ( )학년 (주, 야)

E-mail

휴
학
사
 항

휴학사유
 ①군 입대 ② 질 병 ③ 직장관계 ④ 가사사정

 ⑤ 임신ㆍ출산ㆍ육아⑥ 외국유학

휴학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복학예정 20    년   월   일(    학년   학기 )

  본인은 학칙 제5장 제19조에 및 학사운영규정 제5장 제29~3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
학기간을 연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인)

 보호자:     (인)

 지 도 교 수:     (인)

 학부(과)장: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결

재

담 당 팀 장 처 장

 

※ 휴학변경(연기)신청서를 반드시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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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복학원

인
적
사
항

주소 전화번호
 휴 
 택() 

성명 주민번호

학과
(학 부)

전공

학 번 학 년 ()학년(주, 야) 성별 남 , 여

휴
학
사
항

휴학일자 20    년    월    일 휴학사유
(군입대)(질병)(직장관계)

(가정사정) (출산‧육아) (외국유학)

입영일자 20    년    월    일 전역일자 20년 월 일

복학일자 20    년    월    일 (학년 학기 )

붙임서류 전역증 사본 1통 (단, 군입대 휴학 자에 한함.)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휴학하였던 바, 학칙 제5장 제20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7장 제32~33
조에 의하여 복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인)

지도교수:     (인)

학부(과)장: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경

유

회계과
결

재

담 당 팀장 처 장

 학년도학기 
등록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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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자 퇴 원

인
적
사
항

주소 전화번호
 휴
 택()~

성명 주민번호 ~

학과
(학 부) 

전 공

학번 학 년
 ()학년 

 ( 주, 야 )
성
별

남 ,여

현 학 적
보유상태

(재학 중)ㆍ(휴학 중)

자
퇴
사
유

 ①다른 대학 진학 ②질병 ③직장관계 ④가정사정 ⑤기타()

지도교수의견 :

 본인은 학칙 제6장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퇴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본인:     (인)

 보호자:     (인)

 지도교수:     (인)

 학부(과)장: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경
유

회 계 과 도 서 관
결

재

담 당 팀장 처 장

학년도 학기 
등록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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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재 입 학 원

인
적
사
항

학부(과) 전공

성 명 주민번호

학 번 학 년 학년학기 성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

내

역

제적사유
전적학과
(학부)

제적일시  년  월  일 전적 학번

붙임서류  성적증명서 1부.

학부(과)장 의견서

 
  본인은 학칙 제4장 제13조(재입학)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입학 하고자 보호자 연서로 
재입학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본인:     (인)

 보호자:     (인)

 학부(과)장: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경

유

회 계 과
결

재

담 당 팀장 처 장

 학년도 학기
등록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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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수 강 신 청 변 경 원

수
강
지
도

지도교수 학부(과)장
 학부(과): 학년: (주간ㆍ 야간)

 학번: 성명 :

취 소 (변 경) 할 과 목

교
과
구
분

강좌과목코드 교 과 목 명
학
점

담당교수명 취소(변경)사유 확 인

계  과목

 ①교과목명 기재 시 반드시 그 해당 「강좌과목코드」를 확인할 것.
 ② 취소 및 추가 사유 란에는「폐강교과」「강의시간 중복」「졸업소요학점(4학년 2학기) 및 수강신청 
기준학점 미달」「직전 학기 평점평균 4.00이상인 자」를 기재할 것.
 ③ 반드시 대학이 정한 소정기간 내에 한한다. 

변경 (추 가) 신 청 과 목

교
과
구
분

강좌과목코드 교 과 목 명
학
점

변경 학과
재이
수

여부

변경(추가)
사유학부(과)명

학
년

담당
교수
명

확
인

계 과목

  학년도  제  학기의 수강신청과목 중 위와 같이 변경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TEL.              )

기 신청학점(), 취소학점(), 변경학점(), 총 신청학점()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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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학습구분(주/야)변경 신청서

지도교수 학부(과)장

 학부(과)학년 주간( ) 야간( )

성명 학 번

변경희망
학습구분

 주 간 ( ) 야 간 ( )

변경사유

1.복학생이 해당 학습구분 내에서는 강의시간 중복으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2.졸업 당해 학기의 해당 학습구분 내에 졸업학점에 필요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
지 않은 경우
3.계절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 할 경우
4.편입생이 학과에서 지정한 선이수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지도교수
의견

일부과목
변경

수강내용

교 과 목 명 
교과
구분

교과목
코드

학
점

담당교수
확인

교수코드
비고

(타과목,재이수여
부등)

     (인)

     (인)

      (인)

     (인)

 위와 같이 학습구분 변경 수강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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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학년도 제 학기 수강신청 철회원

성명 학번 학년

학과명 연락처

수 강 신 청 철 회 교 과 목

교과
구분

교 과 목 명 요일
학
점

시수
담당교수 학과장  

(인)
비고(철회사유)

성 명   (인)

계 () 과목 

 학년도 제  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 수강신청교과목 철회는 수업일수 2/4선까지만 철회가 가능 함.
※ 이 철회원은 강좌 담당교수, 학부(과)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 함.
※ 수강신청교과목 철회 후 수강신청 최소학점 12학점이상 유지해야 함.
※ 수강신청교과목 철회 후 수강신청 내역서를 재 출력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함.
※ 철회원 작성 후 담당교수 및 학과(학과)장 경유 후 학사지원과(본관 3층)에 제출해야 함.
※ 본인의 철회로 인해 교과목이 폐강조건이 될 경우 수강신청과목 철회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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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강의계획서

학년도 학기학습구분 :( 주 / 야 )학부(과): 학년:

과목
교과목명 교과목코드 학점/시수 담당교수

주교재
서 적 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1.수업개요
2.참고서적
3.성적평가

평 가
방 법

①중간평가 % ② 기말평가%③ 출석평가 % ④ 학습태도 % ⑤ 과제물평가%⑥ 기타 % 계 %

주 수 업 내 용 수업방법
교육매체 및 
기자재활용

과제물 및 기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작성 시 유의사항(공휴일은 각 보강일 해당 교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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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보 강 계 획 서

결
재

담 당 계장 팀장 처 장 총 장

전 결

1.사유: (출장, 병가, 공가, 연가, 기타)
2.출 장 지: 
3.출장기간:  .  .  . ~    .   .   .

※ 보강은 결강일 전에 계획하여 제출하며, 결강한 그 달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교 과 목 명 학년
휴강일시 보강일시

비고
월/일 요일 교시

월/
일

요일 교시 강의실

 
위와 같이 보강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부(과)           직급            성명: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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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보강결과 보고서

결
재

담 당 계장 팀장 처 장 총 장

전 결

1.사유: (출장, 병가, 공가, 연가, 기타)
2.출 장 지: 
3.출장기간 :  .  .  .  ~     .  .  .

※ 실시한 보강 결과는 3일 이내에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교 과 목 명
휴강일시 보강일시

비고
월ㆍ일 요일 교시

학과/학
년

월ㆍ일 요일 교시 학과/학년

위와 같이 보강을 실시하였음.

년   월   일

학부(과)           직급            성명: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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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공결신청서

한국국제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76조(공결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하고자 
하오니 공결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 과 (학부) 학 년 학 번

성 명 학 습 구 분

공 결 기 간

공 결 사 유

경
유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담당교수 강좌현황

성 명 인 요 일 교 시

붙임: 공결인정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학부(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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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성적정정 요청서

 학년도 학기
결
재

담당 과장 처장 총장

 학부(과) 제 학년 전 결

성명 학번 교 과 목

교과목명 교과목코드 학 점

 

 담당교수의 성적 정정 사유 :

기제출성적 정정성적

평 가 내 용 점수 평 가 내 용 점수

출 석 성 적 출 석 성 적

과 제 물 등 과 제 물 등

중 간 고 사 성 적 중 간 고 사 성 적

기 말 고 사 성 적 기 말 고 사 성 적

기 타 기타

계 계

등 급 등 급

 붙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성적을 정정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교수:     (인)

 붙임서류: 관계 증빙서류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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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성적(학점)포기 신청서

학부(과) 학 년 학 습 구 분

학 번 성 명 연락처

 위 본인은 이수 교과목 중 아래와 같이 교과목을 학사운영 규정 제99조에 의하여 성적포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이수
구분

강좌 과목코드 교 과 목 명 학점 성적
성적포기

해당학년도 및 학기
비고

 첨부: 성적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학부(과)장: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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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교류대학 수학 신청서

(프로그램 명: )
접수
번호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여권명과 동일

사진
(3x4)소속 대학 학부 전공학년

학번  생년월일  년   월   일

연
락
처

학
생

휴대폰 E-Mail
자 
택

지역번호-전화번호

보
호
자

휴대폰 성 명

주소

파견대학 수학분야

학업성적 평점평균  / 4.50 졸업예정일  년 월

기타

외국어
능력

시험종류 점수 응시일자

※ 외국어 능력 시험종류가 없는 자는 교류대학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경험

지원일자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한국국제대학교 입학홍보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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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국내ㆍ외 교류대학 수학계획서

지
원
자

소속

사 진
(3× 4㎝)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번

주소

기이수학기평점평균 전화번호

수

학

계

획

서

대학 및 학부(과) 대학교학부(과)

주 소

수 학 예 정 기 간 개월(   .  . ~   .  .)

수 강 예 정 과 목 본 교 관 련 교 과 목

이수예정
학기

과목명
학점 및 
시 수

구 분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위와 같이 다른 대학 수학을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첨부: 1. 이수한 학기의 성적증명서 1부
      2. 다른 대학 교육과정 1부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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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확
인

학부(과)장 학장 담당자 팀장 교무처장

교환유학생 대체과목 신청서

소 속 대 학 및 학 부(과)  대학전공(학과)학년

학 번 성명

자매대학명

해외 유학기간

대체과목신청내용

교류대학 이수과목 본교대체 인정과목

교 과 목 명 학점 성적 이수구분 교 과 목 명 학점 성적

 학년도제 학기

 학년도제 학기

학 점 계 학 점 계

 기타: 

 * 본교 대체인정 과목란의 성적은 학부(과)에서 기입하므로 기입하지 마세요.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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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 서식]

Recommendation

 1.A Character Reference.

 * Major: * Student No.:

 * Name :* Year of Study :

-Day Time □

-Night Time□

 

 2.Average Test Score (in Previous Semesters) :

 3.Name of Exchange University :

 4.Comments:

 The above student is recommended to study at other universities 

depending on the provision the approval of completed credits at 

other universities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korea.

 

  Date/Month/Year:

Referee: Head of Major :

 

To: The President of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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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서식] 

특별학점 인정 신청서

인
적
사
항

성명

학번

소속학과  

연 락 처

 ( 시험 및 자격증 성적 ) 

영역 시험 및 자격증명 점수 신청과목

영어

일본어

컴퓨터

※ 붙임: 시험성적표 및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본인은 상기와 같이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특별학점을 인정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학 과 장:     (인)

 (또는 지도교수)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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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사회봉사활동 신청서 (개인)

신 청 서

소속  대학 학부(과)

성명      (인) 학년 학번

주소

봉사활동
대상기관

 및 
단체

기관명
(단체명)

대표자
명

전화번호

주소

직원수

봉사활동
기간 및 
내 용

봉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일간)

봉사활동
내용

위 학생을 본 기관(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봉사대상기관장(대표자):      (직인)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 1365 또는 VMs에 등록된 기관에 한하여 기관장 직인 제외, 그 이외는 반드시 기관장 직인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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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사회봉사활동 신청서 (단체)

신 청 자

대표

소속  대학 학부(과)

성명      (인) 학년 학번

주소 전화번호

선임지도

교수
직책

학과

(학부)
성명

봉사기관

 및 내용

기관명
(단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직원수 봉사대상인원수

봉사활동

기간 및 

내용

봉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일간)

봉사활동

내용

위 학생들을 본 기관(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봉사대상기관장(대표자): (직인)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 1365 또는 VMs에 등록된 기관에 한하여 기관장 직인 제외, 그 이외는 반드시 기관장 직인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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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사회봉사활동 참가자 명단 (단체)

일련

번호
학부(과)명

학

년
학번 성 명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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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서식]

사회봉사활동(특별학점인정) 이수 확인서

신 청 인
(대표)

소속  학부(과)[주간(), 야간(), 편입()] 

성명
     (인) 학년 학번

※ 단체일 경우 참가자 명단 첨부(별지 제25호 서식)

봉사활동기
관(단체)명 
및 기간

기관(단체)명

봉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

봉사활동
주요내용

일시 봉사시간 주요봉사활동 내용

 봉사기관 확인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담 당 자      (인)

 위 학생(들)이 본 기관(단체)에서 상기와 같이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음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봉사대상기관장(대표자):      (직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확인

서를 제출하오니 특별학점으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자학부(과)장:     (인)

 (또는 지도교수)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 1365 또는 VMs에 등록된 기관에 한하여 기관장 직인 제외, 그 이외는 반드시 기관장 직인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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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 서식]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학 과(학부):        학년 :        ( 주 / 야 )

 학 번: 성명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위 사람은 다음과 같은 교사자격기준에 의하여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교직과정을 이

수하고자 신청합니다.

 1.본교에서 정해진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2.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정해진 학점을 이수

 3.취득한 성적의 전체 평점평균이 100분의 75이상이어야 함

    년    월    일

학부(과)장        (인)

학부모        (인)

신청인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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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 서식]

교직과정 이수 포기원

1.인적사항
 

학과(부) 전 공 학 년 학번 성명

2.포기사항
 

이수과목 및 학점 (교직과목)
비 고

연도ㆍ학기 과목코드 교 과 목 명 학 점

계

3.포기사유
 

 붙임: 성적증명서 1부

위와 같이 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학부(과)장     (서명 또는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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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 서식]

제호

이 수 증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에서 개설한 ○○○○○과정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수하였으므로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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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 서식]

인턴십 수료증명서

소 속 :대학 학부(과)전공

학 번 :성명: 

 【인턴십 과정 내역】

순위 실습기관명 과정별 연수기간 비 고

1      .      .~      .     .(주간)

2

3

4

5

총 계 ( )개 과정, ( )주간

위 학생은 상기와 같이 인턴십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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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 서식]

인턴십 유보신청서

1.신청자

 소 속 :        대학           학부(과)            전공

 학 번 :             성명: 

2.유보신청 내용

 현재 수행중인 인턴십 과정

실습기관명 과정별 □계절제□학기제□학년제

실습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주간)

 인턴십 유보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 첨부: 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와 같이 현재 실습중인 인턴십 과정을 유보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         인 

 위 인턴십 유보신청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턴십    책임교수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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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 서식]

인턴십 기관변경 신청서

1.신청자

 소 속:      대학           학부(과)           전공

 학 번 :        성명: 

2.실습기관 변경신청 내용

 현재 수행중인 인턴십과정

 실습기관명 과정별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실습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주간)  잔여기간 :주

 변경 후 수행하고자 하는 인턴십과정

 실습기관명 과정별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보충 실습기간 년  월  일(신청일) ~    년  월  일( 주간)

 인턴십기관 변경 사유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단, 변경된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 이상의 기간을 실습할 수 있어야 함.

 ※ 첨부: 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와 같이 인턴십 기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위 인턴십 기관 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턴십  책임교수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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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 서식]

인턴십 과정변경 신청서

1.신청자

 소 속 :대학 학부(과)전공

 학 번 :성명: 

2.실습과정 변경신청 내용

 현재 수행중인 인턴십과정

 실습기관명 과정별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주간)  #잔여기간: 주

변경 후 수행하고자 하는 인턴십 과정

 실습기관명 과정별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보충 실습기간 년   월  일(신청일) ~      년  월  일( 주간)

 인턴십과정 변경 사유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단, 변경된 실습과정에서 잔여기간 이상의 기간을 실습할 수 있어야 함.

 ※ 첨부: 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현 실습기관 합의서 포함)

위와 같이 인턴십 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위 인턴십 과정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턴십 책임교수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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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 서식]

인턴십 교육과정개설 계획서

1.책임교수

 소 속 :대학 학부(과)전공

 직 위 :성명: 

2.인턴십 교육과정 내역

 실습기관명 과정별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실습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주간)

 개설 교과목 및 학점수

이수구분 교 과 목 명 학점 진행방식 비고

학점계

 ※ 첨부: 1.인턴십 지원신청서 (실습생 수에 따라 각 1부)

 2.실습기관과의 협약서 사본 1부

 3.실습생 선발 (자격조건, 절차 및 방법)

 4.기타 인턴십 교육과정 개설에 필요한 사항

위와 같이 인턴십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턴십 책임교수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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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 서식]

인턴십 지원신청서

지원과정 □ 계절제 □ 학기제 □ 학년제

①소속  학과(부) 학년  복수전공 학과 :

②학번 주민등록번호

③성명 총 이수학기 수 ()학기 (*신청시 학기 포함)

④주소 E-Mail

⑤연 락 처  휴대폰 :자 택 전 화 :

⑥소 지 한
자격증(운전
면허증 포함)

자격명 시 행 청 자격명 시 행 청

⑦경력사항
(어학연수, 
 해외여행,

 봉사활동 등 
포함)

기 간 경력내 용 비고

～

～

～

⑧자기능력
소개

외국어
영 어 ①회화(상, 중, 하) ②독해(상, 중, 하)③작문(상, 중, 하) 

기타( ) ①회화(상, 중, 하) ②독해(상, 중, 하)③작문(상, 중, 하) 

컴퓨터
관련

①W/P(상, 중, 하) ②MS Office(상, 중, 하) 
③인터넷 활용(상, 중, 하) 
④그래픽(상, 중, 하): CAD(상, 중, 하) / 
일러스트(상, 중, 하) / 포토샵(상, 중, 하) /
플레쉬(상, 중, 하) / 3D(상, 중, 하) / 기타:(상, 중, 하)
⑤프로그래밍(상, 중, 하)
⑥컴퓨터관리(상, 중, 하) / 
⑦네트웍관리: (상, 중, 하) / 유닉스(상, 중, 하) / NT(상, 중, 하)

기 타

⑨신청 및 
서약

본인은 상기 인턴십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될 경우,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교육과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이 인턴십이 생산적인 학습 기회가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실습 도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재해 보험법상의 책임
을 제외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와 같이 약속하고 상기 인턴십을 지원‧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첨부: 재학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귀하



확

인

책 임 교 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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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 서식]

인턴십 주간보고서

실습기관: 

연 수 생:              학부(과)

성명:            (인)

200  년  월  일(  ) - 200   년  월   일(  )

근무부서 실습 및 업무 활 동내 용

 ※ 1 주일간 수행한 실습 및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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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 서식]

인턴십 일지

실습기관 :

실습생: 한국국제대학교 학부(과)

성명: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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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 서식]

인턴십 종합보고서

(과정: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실습기관명: .

학부(과) 학년 학번

실습생

한국국제대학교 ○○○학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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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일까지(주)에서 실시된 인턴십교육에 참여하여, 제반 규

칙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여, 주된 기술로    를(을) 체득하였으며, 종된 

기술로를(을) 익혔습니다. 이에 인턴십 교육과정과 수행의 결과 및 향후 진로 계획을 정

리하여 본 종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실습생: 학부(과)             전공

(성명)     (인)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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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주된 실습의 분야

 2.주된 실습의 요약

 3.인턴십 교육과정의 요약

 4.향후 진로계획

붙임: 1. 본문 매.(본문은 인턴십 교육과정을 통하여 익힌 주된 기술에 대하여 논문형식

       으로 20매 이상 작성할 것.)

      2. 인턴십 일지

      3. 인턴십 주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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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8호 서식]

인턴십 근태상황부

학부(과) 학번 :성명 :

20  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  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  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  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출근:○, 결근:×, 지각:△, 조퇴:▲, 근무태만:태)

 20 년 월 일

확인자(실습기관 관리자):     (인)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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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9호 서식]

인턴십 현장 지도보고서

1.현장지도 장소(구체적으로) :

2.현장지도 일자: 20  년   월   일(  )  ~  20   년   월   일(  )(   일간)

3.지도학생: 학번 성명 

4.산업체 관리(담당)자 

기관명 :성명:     (인)

5.지도내용

 다음과 같이 인턴십 현장방문 지도내용을 보고합니다.

 실습환경
 근무상태

 실습생,실습기관
 애로점 및 요구사항

 조치 및 
 보고

 실습생
 면담기록

20    년   월    일

책임교수성명: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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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 서식]

인턴십 기관평가서

소 속 :

학 번 :

성 명 :

상기 실습생의 인턴십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교과목명

 평가등급

 평가항목

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불량

F

매우불량
비고

실습

성적

(60%)

 ①업무 능력/태도

 ②기술수준

 ③추진력

근태

성적

(20%)

 ④출근률

 ⑤예의범절

기타

(20%)

 ⑥협동성, 인화성

 ⑦책임감, 지도력

요약 및 특기사항

(담당교수가 직접 작성)

 ※ 해당란에 『○』표

20     년    월    일

평가자(담당교수 혹은 실습생 관리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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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 서식]

인턴십 성적평가서

1.인턴십 학생

소 속                학과(학부)    학년

학 번 성 명      (인)

2.인턴십 내역

연 수 과 정  □ 계절제□ 학기제□ 학년제 학점수  학점

연 수 기 관

연 수 기 간 20     년    월    일~ 년 월 일(주간)

3.인턴십 성적 평가 내역

이수구분 교 과 목 명 학 점 평 점 비 고

인턴십

(전공)

계

상기 실습생의 인턴십 교육 성적을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인턴십 책임교수:     학부(과)                 (성명)         인

붙임: 1. 인턴십 기관평가서 1부.

      2. 인턴십 종합보고서(주간보고서 첨부) 1부.

      3. 인턴십 근태상황부 1부.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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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 서식]

한국국제대학교 /               주식회사

인턴십 협력 협약서(예시)

20 년 월 일

한 국 국 제 대 학 교(직인)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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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대학교 /주식회사

인턴십 협력 협약서(안)

 한국국제대학교(이하“한국국제대”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는 상호 긴밀한 협력

을 통한 인턴십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한국국제대”와 “*****”(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간에 인턴십 교육을 실시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①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긴밀히 상호 협력한다. 

②“한국국제대”는 인턴십 수행대학으로서, 인턴십생을 선발하여 “******”에 파견하고 제반 행정적 

지원을 성실히 수행한다. 

③“*****”은 인턴십기관으로서, “한국국제대”에서 파견한 인턴십생에 대하여 실무적이고 현장지향

적인 교육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인턴십 기간 및 장소) 인턴십 기간은 20 ..일부터 20 ..일까지개월간****제로 진행하며, 인턴

십 장소는“*****”의 본사와 지사 및 그 사이트로 하되, 실습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변경할 필

요가 있을 경우에는“양 기관”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4조(인턴십교육 기준시간) 인턴십교육 기준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인턴십 근무수당) ①“*****”은 인턴십생에 대하여 소정의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은 인턴십생의 시간 외 근무 또는 공휴일 특별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인턴십 근무수당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과 인턴십생 및 “한국국제대”간의 별도 약정으로 

정한다. 

제6조(인턴십 교수 활동비 등) ①“한국국제대”는 인턴십교육을 실시하는 “*****”의 전문가 담당자

에 대하여 소정의 강의료를 지급한다. 

②인턴십 전문가 교수에 대한 강의료는“한국국제대”와 전문가 교수 및 “*****”간의 별도 약정으로 

정한다. 

제7조(인턴십교육의 평가) ①“*****”은 인턴십생에 대하여“한국국제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

여 인턴십교육 종료 즉시“한국국제대”에 통보한다. 

②“한국국제대”는 인턴십생에 대하여“*****”에서 평가한 자료에 따라 학칙에 준하는 학점을 부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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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업재해보험 등) ①인턴십생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은 “*****”이 가입하고, 보험료는 “*****”

의 청구에 의하여“한국국제대”가 부담한다. 

②“*****”은 인턴십생이 실습교육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금 청구 절차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인턴십 협력 협약의 해지) ①인턴십교육 기간 중 본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

을 경우 “양 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해지일 15일전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본 협약의 해지에 따라 중단된 월의 인턴십 근무수당과 강의료 등은 별도의 약정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10조(산학연 협력 등) ①“한국국제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하는 기술 ‧ 경영

상 자문에 성실히 협력한다. 

②“한국국제대”는 기술개발을 위하여“한국국제대”가 보유한 시설 및 기자재의 사용을 “*****”이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한다. 

③“*****”은 학문연구를 위하여“*****”가 보유한 시설 및 기자재의 사용을 “한국국제대”가 요청

하는 경우 적극 협력한다. 

제11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협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

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총 장 ○○○ 대 표

한국국제대학교 주식회사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965(상문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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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교육과정 약정서(예시)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 주식회사 대표(이하 “갑”이라 한다)와 인턴십생(이하 

“을”이라 한다)과 한국국제대학교 총장(이하“병”이라 한다) 상호간의 인턴십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턴십 기간 및 장소) 인턴십 기간은 20 ..일부터20 ..일까지  개월간***** 제로 하며, 장소

는 “갑”의 본사와 지사 및 그 사이트로 하되, 실습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은 사전에 “병”과 협의한다. 

제3조(인턴십 협력산업체 대표의 의무) “갑”은 인턴십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을”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실습부서에 배치하고, 실무적이고 폭넓은 현장 경

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인턴십생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턴십 교육과정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인턴십 기간 중 “갑”이 정하는 사규 등 제반 규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인턴십 교육을 위한 기계, 기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

한다. 

 4. 인턴십을 통하여 취득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5. 인턴십 기간 중 동료 실습생이나 산업체 직원들과의 인화에 힘쓰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

하여야 한다. 

제5조(인턴십 수행대학 대표의 의무) “병”은 인턴십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갑”과 최대한 협조하고, 정기적인 현장방문 지도교수의 파견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턴십교육 기준시간) 인턴십교육 기준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인턴십 근무수당) 인턴십 근무수당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 포함 4주 기준으

로월 만원으로 하되, “갑”은 “을”의 근무 월 단위로 지급한다. 단, 시간 외 근무 또는 공휴일 

특별근무에 따른 수당은 약정 시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제8조(인턴십교육의 평가) “갑”은 “병"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을"의 인턴십교육 및 근태상황을 포함

하는 실습기관평가서를 인턴십교육 종료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9조(산업재해보험 등) ①인턴십 교육과정 동안 “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은 “갑”이 가입하고 보

험료는 “갑”의 청구에 의하여 “병”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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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갑”은 “을”이 인턴십교육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 청

구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규에 정한 산업재해 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제10조(인턴십 교육과정 약정의 해지) “갑”과 “을”은 인턴십 교육과정 동안에 본 약정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약정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 

해지일 10일전까지 약정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중단된 월의 수당 지급금액 산

정기준은 (월 지급액× 근무일수 / 25일)로 한다. 

제11조(산학연 협력 등) ①“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기술‧경영상 자문 요구에 성실히 

협력한다. 

②“갑”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병”이 보유한 기자재 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 “병”은 적극 협력한다. 

③“병”이 학문연구를 위하여 “갑”이 보유한 기자재 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은 적극 협력한다. 

제12조(기타)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병”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기명날인한 후 “갑”과 “병”이각각 1부씩 보관한

다. 

 년    월    일

갑 을 병

 ∙ 주소: 

 ∙ 회사명: 

 ∙ 학부(과): 

 ∙ 학번: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직인) ∙ 대표자: (직인)  ∙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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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 서식] 

복수전공(부전공) 이수 신청서

성명 학번

학부(과)
학습구분
(주/야)

성적

전체취득
학점

확인자      (인)
전체평점

평균

복수전공
신청학부(과)

대학학부(과)

  위와 같이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인:  학부(과)장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217

[별지 제44호 서식]

복수전공 이수 포기서

성 명 학번

학부(과) 학습구분

복수전공 신청학부(과)  대학학부(과)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학점 학점

복수전공 포기사유

위와 같이 복수전공이수를 포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복수전공 학부(과)장: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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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 서식]

조 기 졸 업 승 인 신 청 서

경
유

지도교수 학부(과)장 ※
결
재

담 당 계장 팀장 처 장 총 장

전결

학부(과) 학년  학년(주/야) 학번

성명 주 민 번 호

주소 전 화 번 호

E-mail 휴 대 전 화

수강 및 학점 
현황

현재취득학점 평점평균
금학기 

수강신청학점
총취득(예정)

학점

구분

6학기 7학기

■ ■

※ 첨부: 성적증명서 1부

본인은 위와 같이 조기졸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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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6호 서식]

졸 업 유 예 신 청 서

경

유

지도교수 학부(과)장 ※

결

재

담 당 계 장 팀장 처 장 총 장

전결

학부(과) 학년  학년(주/야) 학번

성명 주 민 번 호

주소 전 화 번 호

E-mail 휴 대 전 화

졸업연장

대상학기
 학년도학기

신청사유

 * 첨 부 :성적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졸업학기 연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학부(과)장: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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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6-1호 서식]

졸 업 유 예 취 소 신 청 서

경
유

지도교수 학부(과)장
※
결
재

담 당 계 장 팀장 처 장 총 장

전결

학부(과) 학년  학년(주/야) 학번

성명 주 민 번 호

주소 전 화 번 호

E-mail 휴 대 전 화

졸업연장
대상학기

 학년도 학기

취소사유

  위와 같이 졸업학기 연장을 취소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학부(과)장: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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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7호 서식](교류대학간)

복수학위 이수 신청서

성명 학번

학부(과) 학습구분

성적
전체취득학점

※확인자      (인)전체평점평균

징계사항

복수학위 대학 및 학과 대학학부(과)

 위와 같이 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추천: 지도교수     (인)

학부(과)장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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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8호 서식](교류대학간)

복수학위 이수 포기서

대학 학부(과) 학년

학번 성 명

교류대학교  대학교

교류허가기간  학년도 제 학기 ～ 학년도 제 학기

이 수 기 간  학년도 제 학기 ～ 학년도 제 학기

포 기 사 유

 위와 같이 교류를 포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인자 학부(과)장 :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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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9호 서식] 

학사학위(학점은행)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공  

주소 (전화)

학점취득
사항

총 학 점
교양과목

학점
전공과목 학점

일반선택과목
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학사학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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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0호 서식](학점은행제)

 제  호

학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

성 명:

생 년 월 일:

학과 (학부) :

학위종별 :

학위수여예정    년    월    일: 

위의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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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 서식](학점은행제)

학위등록 대장

등록번호 성 명 학 번 주민등록번호 학위종별 전 공 비고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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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2호 서식](학점은행제)

 제 호

학 위 증

○○○

년 월 일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한국국제대학교 학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

○학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장○○박사○○○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한국국제대학교총장○○박사○○○

학위번호: 한국국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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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3호 서식] 

 제  호

재학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과(학부):

복수전공 :

학 년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본 증명서는 담당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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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4호 서식]

NO: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965, DongBu-Ro, Munsan-Up, Jinju City, Gyeongnam 660-759, KOREA 

TEL: 82+55+751+8043FAX: 82+55+751+8049

DATE: 

CERTIFICATE OF STUDENTSHIP

Name in Full: Sex: 

Date of Birth:

Date of Admission :

Department:

Dual Major:

Minor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aat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 ○ ○

 President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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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5호 서식]

 제   호

휴학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과 (학부): 제 학년

휴 학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본 증명서는 담당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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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6호 서식]

NO: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965, DongBu-Ro, Munsan-Up, Jinju City, Gyeongnam 660-759, KOREA 

TEL: 82+55+751+8043FAX: 82+55+751+8049

DATE: 

CERTIFICATE OF TEMPORARY ABSENCE

Name in Full: Sex :

Date of Birth:

Department:

Academic Year:

Date of Attendance: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aat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 ○ ○

 President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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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7호 서식]

 제    호

졸업예정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과 (학부):

복 수 전 공 :

부전공 :

졸업예정일자:

학위명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본 증명서는 담당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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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8호 서식]

 NO: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965, DongBu-Ro, Munsan-Up, Jinju City, Gyeongnam 660-759, KOREA

TEL: 82+55+751+8043FAX: 82+55+751+8049

DATE :

CERTIFICATE OF SCHEDULED GRADUATION

Name in Full: Sex :

Date of Birth:

Date of Admission :

Department:

Dual Major:

Minor :

Degree Expected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scheduled to graduate 

from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on

○ ○ ○

 President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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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9호 서식] 

 제호

졸 업 증 명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과 (학부):

복 수 전 공 :

부전공 :

학 위 명 :

학위등록번호 :

졸업증서번호 :

졸 업일 자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본 증명서는 담당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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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0호 서식]

 NO :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965, DongBu-Ro, Munsan-Up, Jinju City, Gyeongnam 660-759, KOREA 

TEL: 82+55+751+8043 FAX: 82+55+751+8049

 DATE :

CERTIFICATE OF GRADUATION

Name in Full: Sex :

Date of Birth:

Date of Admission:

Date of Graduation :

Department :

Dual Major:

Minor :

School :

Degree Awarded: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graduated fromof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 ○ ○

 President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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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1호 서식]

 

제호

수료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과 (학부):

학 년: 

수 료일 자: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본 증명서는 담당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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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2호 서식]

 제호

제적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과 (학부):

입학     년    월    일 :

입 학학 년 :

최종제적학년 :

최종학적변동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본 증명서는 담당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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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3호 서식]

 NO: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965, DongBu-Ro, Munsan-Up, Jinju City, Gyeongnam 660-759, KOREA 

TEL: 82+55+751+8043 FAX: 82+55+751+8049

 

DATE: 

CERTIFICATE OF Academic Career

Name in Full: Sex :

Date of Birth:

Date of Admission :

Department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attended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from 

○ ○ ○

 President

I n t e r n a t i o n a l 

Universi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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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4호 서식] 

 제 호

성적증명서

한국국제대학교

대학 성명 학위명

학부(과) 주민등록번호 학위등록번호

전공 입학일자 졸업일자

구분교과목명 학점 성적 구분교과목명 학점 성적 구분교과목명 학점 성적

전적학교 인정학점:
타대학 및 타학과 인정과목:

전체취득학점:
전체평점합계:
전체평점평균:

※ 외국대학에서의 학점 취득 현황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취급자 인

※성적환산표 : A+: 4.5 A0: 4.0 B+: 3.5 B0: 3.0 C+: 2.5 C0: 2.0 D+: 1.5
D0: 
1.0

F: 0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5~69)
(60~
64)

(0~59)

*이 증명서는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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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5호 서식] 성적증명서 (영문)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965, DongBu-Ro, Munsan-Up, Jinju City, Gyeongnam 660-759, KOREA 

TEL: 82+55+751+8043 FAX: 82+55+751+8049

Transcipt of Scholastic Record

No :

Date :

Name in Full Male( ), Female( ) Date of Birth

College Department Dept.of ○○ Engineering

Date of 

Admission

Data of 

Graduation

Degree Awarded

COURSE TITLECRGR COURSE TITLECRGR COURSE TITLECRGR

Explanation

1.Hours per week: 1 hour class work for

1 semester makes 1 credit.

2.Grading System :

A+=4.5(90-100) A0=4.0(90-94) B+=3.5(85-89) 

B0=3.0(80-84)

C+=2.5(75-79) C0=2.0(70-74) D+=1.5(65-69) 

D0=1.0(60-64)

F=0(0-59)

 The lowest passing grade is D0(60.)

(An official certificate should be signed

and impressed with seal.) 

 

○ ○ ○

President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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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6호 서식]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원

※

결

재

담 당 계 장 팀장 처 장 총 장

전결

학번  학과 성명 연락처 기타사항

재학 졸업 제적

 진주전문대

 진주국제대

 한국국제대

주소

정정사유

정

정

사

항

성명
구

신

주민등록
번호

구

신

 위와 같이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국제대학교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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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7호 서식]

본 대학교 복수학위학생의 이수학점 인정 심사 내역표

 

 1.인적 사항

한국국제대학교 교류대학교

학부(과, 전공) 학 번 성명 대 학 교 학부(과) 학번

 2.학기별 이수학점 인정 심사 내역

교류대학교 본 대학교 인정(신청)내역

이 수
구 분

교 과 목 명 학점
(시간)

성적
이 수
구 분

학 점
(시간)

성적
교과목 관련 학과 교수 확인

학과(전공)
담당 
교수

확인

소 계 20 -학기

합 계

 첨부: 성적증명서부.

20  년    월    일

 학과(학부)장     (인)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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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8호 서식]

교류대학교 복수학위학생의 이수학점 인정 심사 내역표

 1.인적 사항

교류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대 학 교 학부(과) 학번 학부(과, 전공) 학 번 성명

 2.학기별 이수학점 인정 심사 내역

교류대학교 본 대학교 인정(신청)내역

이 수
구 분

교 과 목 명
학점
(시간)

성적
이 수
구 분

학 점
(시간)

성적
교과목 관련 학과 교수 확인

학과(전공) 담당 교수 확인

소 
계

20 -  학기

합 
계

 첨부: 성적증명서부.

20  년    월    일
 

학과(학부)장     (인)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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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확인서(학점 취득용)
한국국제대학교

신 청 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영문)

소속 대학학부(학과)학년

학번
이동전화번

호
 ( ) -

주소 및 연락처 ☎( ) -

봉사활동
내용

학교(기관)명
학교(기관)
담당자명

     (인)

주소 및 연락처 ☎ ( ) -

봉사활동내용

활 동 시 간
(총: 시간)

순번 교육봉사 활동기간 합계

01 년 월 일(: ～ :) ()시간

02 년 월 일(: ～ :) ()시간

03 년 월 일(: ～ :) ()시간

04 년 월 일(: ～ :) ()시간

05 년 월 일(: ～ :) ()시간

06 년 월 일(: ～ :) ()시간

07 년 월 일(: ～ :) ()시간

08 년 월 일(: ～ :) ()시간

09 년 월 일(: ～ :) ()시간

10 년 월 일(: ～ :) ()시간

① *유의사항

② 1.교육봉사활동은 30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2.학교(기관)가 여러 곳일 경우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기관)별로 각각 작

성 제출한다. 

봉사활동
기관장의 평가

  

위와 같이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기관)명  :      

학교(기관)장 :        (직인)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6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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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양교육원 운영규정

제정 2014.08.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이 추구하는 교육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인성교육과 실용교육의 영역에서 교양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교육적 실천이 체

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양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업무) 교양교육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양교육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 교양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3. 교양교육과정 교과목 개발에 관한 업무(인성영역, 실용영역 등)

4. 교양교육 관련 초청 및 내부특강 등의 비교과교육에 관한 업무

5. 교양교육 전담교원, 겸무교원, 외래강사 선임에 관한 업무

6. 교양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강의평가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업무

7. 교양교육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교수법 및 학습지원에 관한 업무

8. 기타 교양교육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업무 수행

제2장 조직

제3조(구성) 총장은 교양교육원 업무의 추진을 위해 원장 1명을 임명하고 필요시 원장의 제청에 의해 부원

장도 임명할 수 있으며, 원장은 교육영역별 교육과 연구를 위해 전담교원과 겸무교원으로 구성하는 다수

의 교육 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교양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교양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1. 목적: 교양교육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인다.

2. 업무

교양교육원 운영규정의 개정

교양교육원에서 제안하는 교양교육과정 변경에 관한 의결

교양교육원 전담 및 겸무교원의 채용 및 배치에 관한 의견 제시

교양교육 관련 시설의 폐지, 변경, 확충, 이동에 관한 의견 제시

교양교육발전계획에 관한 심의 및 정기적 이행 평가보고서 작성

교양교육 강의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방안의 추진

전담교원 및 겸무교원의 역할과 임무(책임시수 등)에 관한 사항의 결정

기타 교양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성: 교양교육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전담교원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 위원장은 교양교육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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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결: 위원 전원 출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6. 소집: 위원회는 총장 혹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와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이 소집한다.

7.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임기와 같으며 2명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8. 간사: 위원장은 2명의 위촉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제5조(교양교육원장) 교양교육원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자격기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교양교육원의 교양교육을 매학기 1과목 이상 담당

하는 자

2. 보직수당: 본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학과장수준).

3. 책임시수: 9시간

제6조(전담교원) 교양교육원 전담교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대학교 학과 혹은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전임교원으로 교양교육원에 소속되어 교양교육을 담당하

는 교원을 교양교육원 “전담교원”이라고 하며, 필요에 따라 교양교육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주당 시수 4

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학과 혹은 학부의 전공과목 일부를 강의할 수 있다.

2. 전담교원의 책임시수는 12시간으로 하고 매학기 2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담당한다.

3. 교양교육원 전담교원의 교수업적평가의 방법은 본 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다.

제7조(겸무교원) 교양교육원 겸무교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대학교 학과 혹은 학부에 소속된 전임교원이 교양교육원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교양교육원 

“겸무교원”이라고 하며, 교양교육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매학기 1과목 이상의 교양교육을 담당하되 총 4

시간을 넘을 수 없다.

2. 겸무교원의 책임시수는 9시간으로 한다.

3. 겸무교원의 교원업적평가의 방법은 학과의 전공 전담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8조(조교) 교양교육원은 교양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약간 명의 조교를 둘 수 

있다.

제9조(교육분과) 교육분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목적: 전문 교육영역에 대한 교육 및 연구

2. 구성: 교양교육원장이 전담교원 및 겸무교원으로 편성하여 구성

3. 유형: 교양교육원에는 하위 분과를 둘 수 있다. 그 명칭과 내용은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에 부합

되게 교양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예산 및 감사

제10조(예산계획) ①교양교육원은 매년 11월까지 다음 학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처에 제출하고 대

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예산편성의 범위는 교양교육 시설과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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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감사) 교양교육원은 본 대학교 내부감사의 대상에 포함되며 그 시행방법은 내부감사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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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교육과정

1. 교과목 코드 구성

2. 교양과목

3. 교직과목

4. 교육단계별 발전방안 및 교육과정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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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명 학과 CODE 단과대학명 학과 CODE

교육과학대학

유아교육과 CE

생활과학대학

외식조리학과 FS

초등특수교육과 SE 식품영양학과 FS

특수체육교육과 SP 식품의약학과 FS

유아특수교육과 ES

공과대학

기계자동차공학과 AE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FW 소방방재학과 FE

실내건축학과 AT경찰행정학과 PA

경영학과 BA 조선해양공학과 NO

부동산지역개발학과 RE 전기에너지공학과 EE

관광대학
호텔관광학과 TF

예술체육대학

사회체육학과 SS

산업디자인학과 DG관광일어학과 TJ

미용예술학과 HA

의료보건대학

병원관리학과 HM

음악공연학부 MU물리치료학과 PT

방사선학과 RA

간호학과 NS

제약공학과 QM

영역 내용 및 범위 교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 습

[제1영역]
외국어

회 화

 영어회화 2 2

 실용영어 2 2

Ⅵ. 교육과정

1. 교과목 코드 구성

가. 학부(과)별 코드번호

2. 교양과목

가. 교양학점은 10학점 이상 14학점 이내로 한다.

나. 교양과목은 8개 영역으로 구분하며, 각 교과목당 2학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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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및 범위 교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 습

 일본어회화 2 2

 JPT 2 2

 중국어회화 2 2

 해외여행영어 2 2

[제2영역]
인간과 사회

성, 법, 
사회윤리 및 
생활, 그리고

인간

 여성학의 이해 2 2

 사회와 회계 2 2

 커피학개론 2 2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2 2

[제3영역]
취업

취업과 리더쉽

 취업이미지메이킹 2 2

 미래사회와 리더쉽 2 2

 자기계발전략론 2 2

 청소년직업지도CAP 2 2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2 2

 글로벌커뮤니케이션스킬 2 2

 소자본창업과 경영 2 2

 설득의 미학 2 2

[제4영역]
정보화

컴퓨터
 컴퓨터활용능력 2 2

 전산세무회계 2 2

[제5영역]
예술과 체육

예술, 문화,
스포츠, 레저
그리고 건강

 생활스포츠 2 2

 음악의 이해 및 감상 2 2

 내집짓기 2 2

 건강과학의 이해 2 2

 영화와 사회복지 2 2

[제6영역]
세계속의한국

역사, 철학,
문화, 경제

그리고 국제화

 한국문화와 선비정신 2 2

 동양의 문화와 사상 2 2

 한국사의 이해 2 2

 유럽인의 삶과 문화 2 2

 중국의 역사와 문화 2 2

 국제관계와 무역 2 2

 전략과 정보의 경제학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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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및 범위 교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 습

 프랑스 사회와 문화 2 2

[제7영역]
언어와 문화

언어, 문화

 문학과 대중문화 2 2

 국어와 한자 2 2

 한국문학의 이해 2 2

 발표력 향상기법 2 2

 미디어언어와 스토리텔링 2 2

[제8영역]
기 타

기 타
(교양필수)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1 1

 취업전략과 역량강화 1 1

 사회봉사 2 0

다. 교양 교과목 개요

1) 외국어 영역

￭ 영어회화 (English Conversation)

This is an elementary English course. Course content has been designed to meet the specifc 

Englishl learning needs of university students and to increase their overall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 실용영어 (Practical English)

한국어와 영어의 구조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토익시험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며, 토익시험에 자주 출제되

는 어휘, 문법, 표현들을 쉽게 익힌다.

￭ 일본어회화 (Japanese Painting)

일본어의 초급에서 한 단계 발전된 스텝으로, 중급에 해당하는 어휘, 문법, 그리고 관용표현 등 실생활 

회화에 많이 쓰이는 표현을 학습해 일본어회화의 중급수준을 연마한다.

￭ JPT (Japanese Proficiencv Test)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본어 실력 측정을 위한 자격증의 하나인 JPT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제풀이를 통해 기초를 다지도록 한다.

￭ 중국어회화 (Chinese Painting)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장을 상황에 맞게 구사하여 정확하고 자연스런 발음으로 대화할 수 있도

록 한다. 또한 중국문화, 관광명소 등을 간단히 소개하고 인기 있는 중국노래학습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막강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친근감과 관심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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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영어 (English Around the World)

대학생이 혼자 해외여행을 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상황들에 필요한 중요영어표현들을 익히고, 상황 안

에서 반복연습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한국어로 생각하는 과정 없이 바로 적절한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2) 인간과 사회 영역

￭ 여성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women’s studies) 

여성학이란 무엇인가부터 여성학 문제인식의 변천과정, 서구 사회의 보편적 여성상, 남성성의 신화, 성역

할 사회화, 성과 사랑,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정치 등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경쟁과 폭력을 조장하는 

남성지배의 시대에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 사회와 회계 (Social and fiscal)

현대생활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정보이다. 특히 회계정보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언어라고 인식되는 회계의 최종적인 산출물인 재무제표로 전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계의 순환과정을 거쳐 회계정보가 담겨져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과정을 이해시킴으로

써 현대 사회인으로서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다.

￭ 커피학개론 (Introduction to Coffee School)

커피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통하여 커피 바리스타 자격취득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이론적 내용과 실무

적 내용의 커피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Social life and relationships)

현 시대의 성공과 행복은 80% 이상이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좌우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알고 주위의 사람들과 사회현상을 보다 앞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꼭 

필요한 인간관계능력과 관련되는 학문이기에 여러 사례를 들어본다.

3) 취업 영역

￭ 취업이미지메이킹 (Image making employment) 

패션을 통한 이미지 관리, 의복과 인상형성, 유행, 면접을 위한 이미지메이킹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자

신의 사회에서 보다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미래사회와 리더십 (Future social and leadership) 

정보의 부의 원천이 되며, 무한대의 속도로 지식이 발전하고 있는 미래사회에서는 21세기에 필요한 21세

기 리더십이 필요하다. 21세기 리더십의 핵심은 창의력과 열정이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기에 필요한 

새로운 목표, 가치, 욕구,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 자기계발 전략론 (Self-Help Strategy)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 계발과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을 알고, 진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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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대한 로드맵을 세울 수 있으며, 대학생이 가져야 할 비전과 목표를 가지며 자기개발을 통하여 성

공적인 취업을 위한 자기계발 전략을 가질 수 있다.

￭ 청소년직업지도CAP (Youth career guidance CAP)

10~15명의 학생이 소그룹을 형성하여 자신의 적성, 흥미에 맞는 직업탐색에서부터 구직기술 향상까지 

구직자의 직업진로설계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다. CAP교과목은 본인의 흥미, 하고 

싶은 분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진로 및 직업탐색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활동과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실제적인 구직기술들을 익히고 연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취업능력을 배

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Youth work Experience Program)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재학생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노동

시장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한다. 직장체험을 통한 올바른 직업관 고취 및 현장 적응력 제고와 대학교육

에서 부족한 현장 적합성 보완 및 현장실무 능력을 향상시킨다. 

￭ 글로벌커뮤니케이션스킬 (Global communication skills) 

글로벌 이문화 및 산업조직에서 요구되는 개인 및 조직간 소통기법과 글로벌 조직 활동에 능동적으로 적

응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류분석개념을 바탕으로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스킬 및 활

용 방법을 익힌다.

￭ 소자본창업과 경영 (Small-cap start-up and management)

창업에 관한 학문적 성격과 방법론을 이해하고 강의, 설명, 토론 및 사례연구 등의 체계적인 학습과 지정

된 도서의 탐독을 통해 향후 창업에 관한 사고를 전달함은 물론 미래의 창업자로서 구비해야 할 창업의 

원리 및 기법, 소자본창업의 역할과 기능 등의 미래지향적 창업경영 사고를 습득케 한다.

￭ 설득의 미학 (Aesthetics of Persuasion)

간접적인 체험수업과 이론적 학습을 통해 소통과 설득의 기술, 자기 자신의 문제되는 습관을 고쳐가면서 

원만한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개선 기법을 배운다. 또한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틀과 나아가 자아형성을 통

해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한 절대적인 인성함양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유도한다. 

4) 정보화 영역

￭ 컴퓨터 활용능력 (Computer Literacy)

다수의 기업 또는 단체 기관 등에서 광고와 홍보, 판매, 정보의 전달 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채택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이다. 슬라이드 6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

￭ 전산세무회계 (Computer Tax & Accounting)

회계업무의 전산화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일반화가 되어 있다. 회계원리 기본이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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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회계처리업무를 학습한다. 전산세무회계는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시 갖추어야 할 회계패키지 활

용능력 배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용 회계프로그램을 가지고, 기업에서의 회계처리를 있는 그대로 

실습해 본다.

5) 예술과 체육 영역

￭ 생활스포츠 (Sporting Life) 

현대생활에서의 부족한 신체활동은 체력과 운동기능을 저하시킨다. 대학생으로서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

하고, 관련된 이론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스포츠를 이해하고 경험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여가 선용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음악의 이해 및 감상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music)

음악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며 인류사의 음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있다. 시대

적, 장르별 학문적 구분을 통하여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경험한다.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다양한 접근을 

실시한다. 

￭ 내 집짓기 (My Habitat)

자기 주택을 짓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내 집을 짓는데 필요

한 대지 구입에서부터 건축법규, 주택의 종류를 시작으로 마지막 주택 조경에 이르기까지 현대주택을 시

공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내 집 평면계획을 통하여 직접 자기 집을 구상

하고 모형도를 만들 수 있다.

￭ 건강과학의 이해 (Understanding the Health Sciences)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요구도가 증

가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하고 건전한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주변에 많은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모색하게 한다.

￭ 영화와 사회복지 (Film and Social Welfare)

현대사회에서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대중적 문화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문제를 영화라

는 매체를 통하여 접근한다. 영화를 통하여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문제를 접근함으로써 인간본질에 대

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를 통하여 아동, 청소년, 학교, 장애인, 노인, 여성, 가족, 정신보

건 등 사회복지의 각 분야와 관련된 영화를 찾아 사회복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

하여 인간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세계 속의 한국 영역

￭ 한국문화와 선비정신 (Culture and spirit of the scholar korea)

현대의 건강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며, 우리의 시대정신을 이끌어 갈 새로운 가치관을 모색한다. 또한 선비들의 

삶과 생각이 담긴 글을 통해 당대의 사고와 문화 등을 살펴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를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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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의 문화와 사상 (Cultuer and history of the East)

세계화가 서구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양의 사상과 문화도 그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동

양의 문화가 지역문화의 특수성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세계지성사의 보편적 문화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

리는 동양사상의 중요 문제와 사유의 형식과 내용을 배워 동양사상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서양의 사상문화와의 상이(相異)점을 공부하며 나아가 동서양의 소통과 새로운 사유의 창안을 목

표로 한다. 

￭ 한국사의 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19세기의 위기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대사의 전개과정을 알아본다. 근대사를 중심으

로 한국사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역사인식과 인문적 교양을 함양시킨다. 

￭ 유럽인의 삶과 문화 (European life and culture) 

인류 문명의 탄생에서 그리스 세계의 형성과 로마 공화정의 성립, 그리고 제국의 성장과 멸망에 이르기

까지 그리스 로마사를 중심으로 유럽의 역사 발전과 문화 형성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서양문명의 성격을 

이해한다.

￭ 중국의 역사와 문화 (The history and culture of China)

문명의 기원에서 신해혁명에 이르기까지 중국 역대왕조의 역사발전과 문화, 중국 문명의 형성과 발전과

정을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 국제관계와 무역 (Interantional Relations and Trade)

국제관계와 무역의 기본개념 및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개별 기업이나 개인 및 국가와 같은 세계화 주체

들의 행동양식을 설명함으로써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다른 주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전략과 정보의 경제학 (Economics of Strategy and Information)

현대사회는 경쟁의 연속이며,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사람들의 전략

적 행동 및 사고의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및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이론학습과 현대인이라면 전략적 

사고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경쟁 상황 분석 및 전략적 사고의 이해, 합

리적 의사결정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7) 언어와 문화 영역

￭ 문학과 대중문화 (Literature and popular culture)

감각중심의 대중문화와 성찰적인 문학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이 시대의 트랜드를 이해하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비판적 안목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영화와 텔레비전의 이론과 실제, 시와 소설

의 행간 읽기 등을 익히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 대중문화의 비판적 읽기를 통해 현시대에 통용되는 의

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성찰적인 지식인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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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와 한자( Korean and Chinese)

우리말과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말하고 듣고 읽고 쓰게 한다. 

￭ 한국문학의 이해 (Understanding the Korea Literature)

한국 현대문화의 역사적 전개 양상을 개화계몽시대의 문학, 일본 식민지 시대의 문학, 분단시대의 문학이

라는 세 개의 단계로 구분해 한국 현대문학의 성격과 역사적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이해한다. 

￭ 발표력 향상기법 (Enhancement techniques utterance)

발음과 발성교육에 그치는 기존의 스피치 교육을 넘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설득하거나 혹은 설명하는 능

력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게 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스피치 리

더십을 함양하고자 한다. 

￭ 미디어언어와 스토리텔링 (Media language and storytelling) 

여러 개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하나’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를 경험하는 것을 지칭하

는 트랜스미디어 스톨리텔링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텍스트 유통 관습이자 미디어 경

험 양식이다. 멀티플랫포밍의 한 형태인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개별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전체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8) 기타 영역 

￭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Introduction to Education)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자기탐색, 진로설계, 대학생활에 대한 로드맵 작성, 대학생활

을 위해 요구되는 학습법 등 대학생활 설계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며, 실제적인 취업 진로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준다.

￭ 취업전략과 역량강화 (Employment Strategy and Capacity Building) 

채용전망, 입사서류, 면접스피치 등 하나의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취업시장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요구와 실질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원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사회봉사 (Community Service)

지역사회 기관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이나 능력으로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이다. 봉사활동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사회진출전에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이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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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직과목

가. 교직 교과목 개요

￭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ducation)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교육현상과 교육행위와 관련된 기본개념과 주요 이론을 개괄적으로 이

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①교육의 개념적 준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교육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②인간의 교육 가능성을 지적인 측면과 비 지적 측면

으로 나누어 알아본다. ③동양과 서양의 고대교육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학교교육제도는 어떻게 정착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④사회화 과정으로서 교육의 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교육의 사회적 구조와 사회적 

기능을 밝힌다. ⑤교직의 성격과 교사의 역할을 규명한다.

￭ 교육심리 (Educational Psychology)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행동특성 이해와 교육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도록 하고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시킨다. 교육심리는 ①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한 성장발달에 관한 측면, ②교육 환경구성에 

관한 측면, ③수업의 기본과정을 결정하는 학습에 관한 측면, ④학습의 촉진과 능률적 지도에 관한 인성 

심리학과 생활지도의 측면, 그리고 ⑤ 교육목표의 달성도를 과학적으로 다루는 심리측정의 측면 등을 중

점적으로 교수한다.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Curriculum and Educational Evaluation) 

교육과정 및 평가의 이론 및 실제를 교수-학습함으로써 수강자들이 교육과정 및 평가에 관련된 쟁점들

을 분석, 수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①교육과정의 주요한 철학적 관점을 탐색하고 특히, 교육과정

에서의 지식과 가치문제의 연구 ②교육과정의 변천과정 및 현행 초ㆍ중ㆍ고등 교육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교육과정 전망과의 관련을 연구하여 바람직한 교육과정이론 정립 ③교육과정의 계획 및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ㆍ정치ㆍ경제ㆍ문화적 요인 분석 ④교육과정의 구성요소인 교육목표, 학

습경험의 선정 및 조직, 평가에 관한 제 이론 탐색 ⑤교육평가의 철학, 역할, 지향점에 관한 해석 및 새

로운 시각화 ⑥학교학습에서 평가의 역할 이해 및 새로운 방향 모색 그리고 평가문항의 유형 및 제작방

법을 학습한다.

￭ 교육사회 (Educational Sociology)

교육의 사회적, 문화적 기초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현상으로서의 학교교육을 사회학적, 인류학적, 경제학

적으로 설명 이해한다. ①사회적ㆍ문화적 존재로서 인간과 교육이 일어나는 맥락으로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한다. ②학교교육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사회적 설명, 이해 부분에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거시적ㆍ

미시적 교육사회학이론들의 관점과 교육사회학 이론의 발달과 연구 동향을 고찰한다. ③학교교육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으로는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이론의 관계 ④인류학적 접근으로는 학교문화, 교사문화, 학생

문화, 학부모문화를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사회학이론 및 교육경제학, 교육인류학 연구들의 우리나

라 학교교육에의 적용가능성과 교사로서 교육실천에의 시사점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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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철학 및 교육사 (Philosophy and History of Education)

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교육철학에 대한 기본 이해와 동ㆍ서양교육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있다. 교육철

학의 주요개념과 이론을 분석함으로써 교육현장에 대한 철학적 사고를 하게하고, 우리나라와 서양 교육

의 역사를 학습함으로써 교육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게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

철학에서는 교육철학의 성격을 밝히고 교육의 주요개념들을 분석하며 교육철학의 제 이론들을 이해하게 

한다. 교육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사와 서양교육사의 흐름을 각 시대별로 사회적ㆍ정치적ㆍ사상적 교육

제도 및 기관, 주요 교육사상가들의 교육적 아이디어와 논점을 검토한다.

 

￭ 생활지도와 상담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생활지도의 기초영역에 대한 지식과 생활지도를 위해서 교육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을 이해할 수 있도

록 한다. 생활지도의 기초/생활지도의 발달과 주요내용/학생이해활동/정보활동/상담활동/정치활동과 추후

지도활동/생활지도 프로그램의 계획, 조직 및 운영/진로교육과 진로상담/영역별 상담활동 등을 학습한다.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Teaching Method and Educational Technology)

교육과정 연구에서 제기되는 세 가지 핵심 문제는‘어떤 내용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가르

쳐야 하는가?’이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다루기는 힘이 든다. 교

육의 방법에 초점을 두고, 학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반 교수활동을 다각도에서 다루게 된

다. 학습목표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업의 조건을 검토하며, 수업목표를 명

료화하고 이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의 활동(수업의 과정)을 설계해 본다.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사회적ㆍ공공적ㆍ조직적 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을 지원 또는 규제하는 교육행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

는 데 필요한 주요 개념과 제 이론을 학습한다. ①교육행정의 의미, 교육행정의 성격, 교육행정의 원리②

교육행정조직의 구성방식으로서 관료제와 전문적 조직의 원리와 그 장단점 분석 ③동기부여이론을 소개

하여 그것이 교직유인체제에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 교직 유인체제를 비판적으로 분석 ④교육행정가가 

지향해야할 행위를 의사소통이론, 의사결정이론, 지도성이론 ⑤우리나라 학교제도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

하고 학교제도 개혁론 등을 검토 한다. 다음으로 교육자치제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현행 

우리나라 교육자치제 의 구조를 이해한다. 그리고 비교교육학적 관점에서 주요국의 교육자치 제도를 소

개하고, 우 리 교육자치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 특수교육학 개론 (Introduction to the Pedagogy for the Handicapped and the Talented)

특수교육의 개요, 발달사, 관련 법률, 특수교육학, 전환교육 및 부모와 가족에 대해 알아본다. 장애유형별 

특성과 선별과정과 감별진단에 대해 이해한다. 그리고 장애유형별 교육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 아동

을 교육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충분하게 습득한다. 마지막으로 영재아동의 특성과 능력에 대해 이해한다.

￭ 교직실무 (Aadministrative work in Education)

교육활동은 학습지도나 생활지도이외에도 갖가지 교육사무 혹은 행정적인 활동으로 구성된다. 교무, 연구 

등 학교교육의 실무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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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유아교육과
유치원

정교사(2급
)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관찰 및 실습,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동작교육, 부
모교육,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초등특수
교육과

특수학교
(초등)
정교사
(2급)

특수교육학, 특수학급경영론(또는 정도장애아교육), 시각장애
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언어장애아교육, 특
수교육공학, 유아특수교육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특수체육
교육과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

(2급)체육

스포츠교육학, 체육원리, 체육사, 운동학습 및 심리, 스포츠 
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운동실기, 체육측정 평가, 보건
론, 한국무용, 특수교육학, 특수학급경영론(또는 경도장애아교
육),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지체부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 교육실습 (Teaching Practice)

교육실습은 대학에서 전공교과와 교과교육 그리고 교육에 관하여 배운 이론적ㆍ실제적 지식을 교육의 

현장에 실지로 적용 실천하는 기회이다. 학생들은 이 기회 통하여 교육현장을 이해하고, 교사로서의 지식

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교직에의 사명감과 윤리관을 정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학

생들은 교육실습을 통하여 교사지망생으로서의 자기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일선학교에서의 인간관계를 경

험할 수 있다. 

￭ 교육봉사활동 (Education Volunteer Activity)

본 교과를 통하여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교육현장을 관찰하고 교육활동의 일부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자로서의 자신을 검토하고 교육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 교과교육론 (Education Theory for Subject Materials) 

해당 교과교육에 관한 총체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과교육의 성격과 과제를 명

백히 밝히고 교과교육의 목표, 영역, 내용 등에 대한 이론을 수립하는 분야이다. 또한 교과 교육 시 교육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현장학습에서 적용이 가능한가를 시험

하여 적용해 보는 것도 포함한다.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Research & Instruction of Subject Materials)

실제 수업현장에서 효과적인 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사로서 일반적인 교수원리를 이해하고 실제적인 

지도기법을 습득하고 연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모의수업을 통하여 파악한 문제점을 가지고 교재

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병행하여 수업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그리고 교안작성과 모의수업을 통해 학습지

도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나.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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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비 고

자유아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언어장
애아교육, 특수교육공학, 유아특수교육

 적용

유아특수교육과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

(2급)유치
원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
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
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 및 실습, 
유아특수교육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관광일어학과 관광
관광교육론, 관광경영학원론(관광학원론), 여행사경영론, 호텔
경영론, 관광교통론, 관광자원론, 관광법규, 관광경영론 , 식당
경영론, 관광개발론, 산업체 현장실습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외식조리학과 조 리
조리교육론(또는 가정교육론), 조리과학, 한국조리, 외국조리, 
제과ㆍ제빵, 식품가공, 단체급식, 영양학, 식품위생,
식품구매, 식사요법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

(2급)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 단체급식 
및 실습, 식품위생학, 식생활과 문화, 급식경영, 식품가공 및 
저장, 식품화학, 임상영양학, 지역사회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
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수학습이론, 생활지도, 교사론, 교육법규의 이해, 
지역사회와 교육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미용예술학과 미용
미용교육론(또는 가정교육론), 미용학개론, 피부미용, 헤어미
용, 네일미용, 화장품과 메이크업, 공중보건학, 해부학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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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단계별 발전방안 및 교육과정

유아교육과

가. 교육체계도

인 재 상
“전문적 지식, 창의적 능력, 봉사적 인성, 예술적 감각, 국제적 소양, 

지역적 정서를 갖춘 인재”

교육목표

영∙ 유아 이해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

창의, 개척형 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

교육철학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만들자”

“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참된 스승이 되도록 교육하자”

교육과정

편성방향

다양한 교수학습법

현장적합형 교육

창의력 향상 교육

창의, 개척형

교육과정

참여형강의 확대      

문제해결능력

교보재 개발

선진유아교육기법

다양한 사례 연구

외국어능력 함양

글로벌

교육과정

글로벌 영상수업         

세계적 경향연구

폭넓은 교육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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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영ㆍ유아교육에 관한 폭넓은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고 미래의 유아교육과제를 전

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영ㆍ유아 이해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유아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유아의 잠재력을 계발하는 창의적인 유아교사를 양성한다.

②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개척적 유아교사를 양성한다.

③국제화 사회에 대처하는 능동적 유아교사를 양성한다.

다. 특성

국제화 및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그 발전을 선도할 유능한 교사양성을 위해서 유아교육과는 다음의 

4가지 사항을 특히 강조하여 지도한다.

①이론과 실제의 통합교육 강화 

②실습교육의 강화 

③봉사활동 강화 

④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라. 발전방향

①유아교육 현장과의 연계를 통한 스터디 활동, 세미나, 발표회, 그리고 각종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②국가나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연구하며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유아교육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③유치원교육현장 혹은 교육행정 실무분야의 우수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거나, 타 대학이나 

기관의 유아교육 연구자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위한 연구회와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한다.

가.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국ㆍ공립 및 사립유치원 교사, 국ㆍ공립 및 사립 어린이집 교사, 대학원 진학, 미술 학원 강사, 피아노학

원 강사, 방과 후 방문교사, 유아체육교사, 유아상담교사, 유아특수교육 교사, 종이접기, 종이 조각 강사

취득자격증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및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무시험 검증으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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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유아교사론 3 3 0

유아동작교육 3 2 1

영아발달 3 3 0

유아교육론 3 3 0

1-2

유아발달 3 3 0 유아교육사 3 3 0

기악 2 1 2

유아과학교육 3 3 0

특수교육학개론* 2 2 0

2-1

유아놀이지도 3 3 0

반주법 2 1 2

창작공예 2 1 2

아동문학 3 3 0

교육학개론* 2 2 0

교육심리* 2 2 0

2-2

정신건강론 3 3 0

아동생활지도 3 3 0

아동미술 3 1 2

유아음악교육 3 3 0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 2 0

교육사회* 2 2 0

3-1

유아인지교육 3 3 0 유아수학교육 3 3 0

유아교과교육론 3 3 0

아동영양학 3 3 0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2 0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2 0

3-2

유아교육과정 3 3 0 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 3 0

유아관찰 및 실습 3 2 2

보육실습 3 3 0

아동복지 3 3 0

유아사회교육 3 3 0

생활지도와상담* 2 2 0

4-1 부모교육 3 3 0

마.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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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유아언어교육 3 3 0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3 0

교육실습* 2 2 0

교직실무* 2 2 0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2 0

4-2

전통유아교육 3 3 0 유아교과논리 및 논술 2 2 0

유아교육기관운영관
리

3 3 0 교육봉사활동* 2 0 0

유아건강교육 3 3 0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2 0

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실용
교육

1
전공 관련 미래직업 탐색
을 위한 상담

전공관련 미래 직업 탐색, 나의 미래직업은?, 등

2
학업흥미 유발 지도를 위
한 상담

학업흥미유발요소, 전공적성 트레이닝 방법, 등

2
진로계획수행의 점검 위
한 상담

진로계획점검, 진로수행정도 발표, 등

3 전공강화교육을 위한 상담 전공강화지도, 특정과목 레벨업 방법 탐색, 등

3 자격취득방법을 위한 상담 자격취득방법, 자격취득내용, 등

4 진로심층지도를 위한 상담 진로심층지도, 지역별 진로탐색지도, 등

4 취업심층지도를 위한 상담 취업심층지도, 지역별 취업정보탐색지도, 등

바. 비교과교육과정 

사. 교과목 개요

￭ 유아발달 (Early Childhood Development) 

 유아의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 발달의 특징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효과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을 위한 시사점을 학습한다. 

￭ 유아인지교육 (Early Childhood Cognitive Education) 

유아의 인지과정과 인지발달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유아의 인지발달 단계에 적합

한 수준별 교수. 학습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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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과정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과정의 철학적, 사회적, 심리적 기초에 근거하여 유아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열린 교육 환

경에 적합한 교육과정 모형을 비교, 연구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학습방법의 특성을 파악한다. 학습자의 

특성, 유아교실 환경, 수준별 학습 내용 및 유아교육 현장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는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작성 및 평가능력을 배양한다. 

￭ 전통유아교육 (Traditional Early Childhood Education)

전통유아교육의 교육목적과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고찰하고 유아기의 각 연령 단계별로 실천되어 온 

교육을 학습함으로써 현대 유아교육 실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 전통사회의 초기 사회화 과정

을 구명하며, 타민족의 아동양육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이해를 증진시키며, 전래된 중국의 동몽교재 중 유

아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을 현대적 시각으로 해석하여 전통 유아교육을 재조명한다.

￭ 유아교육기관운영 관리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in Early Childhood Settings) 

유아교육 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 관계 법규, 행정, 재정, 시설 관리, 교직원 임용에 대한 내

용을 학습한다. 최근의 교육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유아 교육기관을 경영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른

다. 또한 유아 학급 운영의 원리, 유아교육 기관의 조직ㆍ심리적 풍토,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학습하여 교

사 및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기른다.

￭ 유아건강 교육 (Health Education for Children)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유 아동이 유아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

다. 따라서 아동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바르게 형성하기 위한 건강교육의 

중요성은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건강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직업적 차원에서 

상호 복합적인 관계에서 정의되나 본 과목에서 유아의 건강 생활 유지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유아의 질병, 사고시 응급처치의 종류와 방법 및 아동건강을 위한 환경구성, 아동의 안전교육에 대하여 

학습한다.

￭ 유아교사론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유아교사론은 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를 통틀어 말한다. 유아교

사론은 현대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교육 이론들에 변화하는 유아교사의 역할과 자질, 유아교사교육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유아교사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을 이해하고 탐구한다. 

￭ 유아동작교육 (Movement for Young Children) 

유아의 동작은 움직임을 통한 잠재적 소통방법이다. 그러므로 움직임을 유아발달과 연관하여 연구하고 

이에 필요한 교수 학습방법의 유형을 학습하여, 모의수업을 통하여 학습자 개인의 실제 수업방법을 탐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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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발달 (Infant Development) 

영아의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 발달의 특징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효

과적인 보육을 위한 시사점을 학습한다. 

￭ 유아 교육론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의 기초가 되는 철학적ㆍ심리학적ㆍ사회학적 이론 및 교육과정의 기초, 유아교육기관의 종류 및 

운영관리, 유아교육 기관의 환경, 교사, 부모, 평가, 그리고 유아교육 정책과 유아교육이 지향해야 할 발

전 방향 등 유아교육 전반을 개괄적으로 학습한다.

￭ 유아교육사 (history)

유아교육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유아교육의 역사와 사상의 흐름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유아교육을 역사 사상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근거하여 현재의 유아

교육의 제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악 (Instrument)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다양한 음악활동에는 유아용 리듬 타악기가 많이 사용된다. 기악은 음악활동에 사용

하는 기구인 유아용 타악기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하여 학습하며, 교육의 흐름에 따른 즉흥연주의 방법으

로 사용되는 악기 사용의 원리와 철학에 대하여 이론과 실제적 접근을 통하여 살펴본다. 또한 유아교사

가 갖추어야 할 음악의 실천적 실제인 음악의 기초, 리듬감각인 독보력, 시창, 청음의 능력을 기르기 위

한 기초교육이다.

￭ 유아과학교육 (Scienc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 과학교육이론을 살펴보고, 수준별 과학교육의 계획, 실행 및 평가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환경오염, 

정보화, 컴퓨터 등 최근의 사회적 논쟁점을 반영하는 과학 개념을 적용하여 유아의 인지발달단계에 적합

한 교수ㆍ학습방법을 현장에 적용해 보며, 현장관찰 및 워크숍을 통해 실제를 학습한다.

￭ 유아놀이지도 (Early Childhood Play Education) 

놀이에 관한 이론 및 놀이의 유아교육현장 적용에 대해 학습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유아교육현장에서

의 놀이지도를 위한 적절한 환경구성 및 효율적인 놀이지도방법과 교사의 역할을 학습한다.

￭ 반주법 (Piano Accompany)

반주는 노래에 주어진 멜로디에 화성적으로 잘 뒷받침함으로써 음악을 좀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반주를 통하여 유아들도 음악에 더 즐겁게 반응할 수 있으며, 풍성한 반주를 통하여 유아의 

리듬감과 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유아교사의 풍부한 음악적 능력은 교사로서 자신감을 기르는 

데도 도움을 준다. 반주는 멜로디에 어울리는 화음과 리듬을 만드는 방법으로 본 과목에서는 이를 위한 

이론(코드를 중심으로 악보보기)와 실제(코드 사용을 위한 리듬활용)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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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공예 (Creative Craft ) 

재료에 따른 다양한 공예품과 놀잇감의 제작방법을 실기교육을 통하여 익히며,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용

되는 교재ㆍ교구 제작의 방법과 유아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

인 교수 방법을 학습한다.

￭ 아동문학 (Literature for Young Children)

유아문학의 이론을 살펴보고 수준별 문학교육의 계획, 실행 및 평가방법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교육적 

가치가 높고 유아의 정서발달 및 교육의 인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세계 유아 문학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유아문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개인적 특성 및 요

구에 맞게 문학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의 특성, 제작 방법 및 교수방법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본다. 

￭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of Young Children)

정신건강 이론 및 현대사회에서 유아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학습한다. 이를 기초로 유아의 정

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 활동 및 교수 방법을 학습한다.

￭ 아동생활지도 (Guidance of Young Children)

유아 생활지도의 이론을 살펴보고 유아 행동 수준별 교육의 계획, 실행 및 평가방법을 연구한다. 이를 위

해 영ㆍ유아기의 일반 및 부적응 행동 특징을 이해하고, 유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적응 행동의 

원인 및 지도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유아 생활지도의 안내자로써 유아 

교사 능력을 함양한다.

￭ 아동미술 (Child Arts)

유아미술교육은 유아로 하여금 재미있고 즐거움을 주며 아름다움을 알고, 보고, 느끼게 해주는 경험을 제

공하는 것이다. 즉, 유아에게 미술을 교육하는 것은 단순히 미술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술을 통

해서 유아의 생활 전체를 발달시키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본질인 통합적 성격을 

기초로 미술교육 또한 내용에 따라 분리된 지도가 아니라 전체 교육과정과 연관 지어 타 영역과의 통합

적으로 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탐색한다.

￭ 유아음악교육 (Music for Early Child Education )

유아기는 성격을 형성하는 적기교육으로 음악교육은 감성교육으로 중요하다. 예술영역인 표현생활에서 

음악 활동은 감성교육의 1차적 매개체로 많이 활용된다. 따라서 음악교육의 목적이 인격형성이라 하듯이 

유아음악교육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심미적 체험으로서 예술적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며, 유아

교사에게는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목에 해당된다. 현대 유아음악교육의 동향에 따라 창의적 표현

력을 기르기 위하여 음악개념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음악교육의 실천적 이론과 실제를 다양한 교수-학습

지도원리로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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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수학교육 (Mathemat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 수학교육이론을 살펴보고, 수준별 수학교육의 계획, 실행 및 평가 방법을 연구한다. 또한 일상생활 

관련 매체 활용 및 수학교육 프로그램의 동향을 파악하여 최근의 수학 논쟁점을 탐색하여 교수 방법, 교

구 선택 및 제작 방법을 학습하여 현장 관찰 및 실제 수업을 통해 수학 내용을 학습한다.

￭ 유아교과교육론 (Strategis for teachers about teaching & learening)

교과교육학이란 교과목과 교육학이 접목되는 경계에 형성되는 영역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교과목

에 대한 이해와 선정된 내용을 일정한 원칙과 원리에 따라 배열하는 교육내용의 조직, 이를 유용한 교수

학습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는 가르치는 기술에 대한 원리- 교수학습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는 

과목이다. 따라서 교과교육학이란 가르치는 것을 계통을 세워 각 과의 교육내용 학을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학교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것에 이해를 위한 과목이다.

￭ 아동영양학 (Nutrition and Health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유아의 신체발달과정과 관련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기초이론을 살펴보고, 유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교육 및 단체급식을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의 안전한 식생활을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을 학습하여 현장 활용능력을 높인다.

￭ 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Research & Instruction of Subject Material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현대의 유아들이 접하는 자료는 그림책으로 대표되는 문서 자료 뿐 아니라 시청각 자료, 뉴미디어 자료 

등 다양하다. 특히 유아들은 발달 단계상 감각적 자료, 시청각 매체 등을 활용한 학습을 통해 흥미와 효

과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아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재ㆍ교구를 선정, 제작하여 유아

교육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유아에게 적절한 학습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 유아가 새로운 정보매체

(CD-ROM, PC 통신 자료, Internet자료 등)를 이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

이다.

￭ 유아관찰 및 실습 (Observing Young Children and Practice) 

여러 가지 유아 관찰방법들을 학습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유아의 실제 행동을 관찰, 평가함으로써 영

유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개별적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보육실습 (Teaching Practice for Early Child Education)

보육실습은 어린이집의 현장경험을 통해 에비교사가 보육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수업에 참여하여 지금까

지 배운 이론을 현장에 적용시키면서 우수한 교사로서 직책을 완수할 수 있는 자질을 배우도록 하는 것

이다. 보육실습의 현장경험을 함으로써 영 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특별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지도, 생활지도, 학급운영에 필요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술을 미리 예측하고 배울 수 있

다. 또한 행정 사무적 측면에서 보육교사의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로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평

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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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Child Welfare)

아동복지는 복지실천의 대상을 아동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복지예산 비율이나 경쟁적 환경으로 내몰리거나 학대받는 아동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변화해 온 아동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고, 국가에서의 아동복지정책은 다른 사회정책 결정에 따라 변화되

고 있으며, 아동 중심적 측면에서 아동복지를 다룬다.

￭ 유아사회교육 (Social Stud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 사회교육은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인 어린이가 장차 소속한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도록 돕고자 

하는 것으로 유아에게 사회적인 경험과 관계,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활동을 다룬다. 이를 위해 아동을 둘

러싸고 있는 미시적, 거시적 환경요인들을 살펴보고 가정의 변화, 부모의 역할, 교육기관, 사회 정책적 논

쟁점들이 영향을 미치는 바를 다룬다. 구체적인 접근방법으로는 한국 전통사회의 초기사회화 과정, 타민

족의 아동양육에 관한 문화 인류학적 이해, 야생아와 사회 등에 관해 연구ㆍ발표하며 현장 교육적 접근

을 위해서는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증진을 위한 지도방법을 연구ㆍ개발한다.

￭ 부모교육 (Parent Education)

부모교육은 부모됨의 역할에 대한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과 경험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부모교육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켜서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습관

적인 방법을 돌이켜 검토해 보도록 함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다

양한 교육적 경험을 말하며,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이나 예비부모들을 위한 일종의 성인교육으로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 가정생활의 개선 등에 관한 지식을 얻거나 소양을 높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다룬다.

￭ 유아언어교육 (Early Childhood Language Education) 

영·유아의 언어발달 과정 및 언어 발달 이론을 학습한다. 이를 기초로 유아의 언어 발달 단계에 맞는 수

준별 언어교육 방안과 유아교육현장 적용을 위한 전략을 학습한다.

￭ 영ㆍ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Development and Evaluation in Early Childhood Programs) 

영ㆍ유아 프로그램의 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사역할, 교육평가 및 환경 구성 등의 이론을 학습하여 

유아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또한 최근 개발된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동향을 파악하여 세계화, 

교육의 인간화, 지역화 등의 변화가 영ㆍ유아프로그램 계발에 주는 영향을 탐색한다.

￭ 유아교과논리 및 논술 (Logic and Academic Writing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논리적 사고의 성격과 유아의 논리적 사고 발달에 대해 학습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유아의 논리적 사

고 발달을 촉진할 수 있고 교육 활동 및 교수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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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특수교육과

가. 교육체계도

교육철학 “창의적 사고와 바른 마음으로 특수아동을 이해하는 교사가 되자.”

인 재 상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사고와 따뜻한 마음을 지닌 능력 있는 

특수교사 양성

교육목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특수교사 양성  

전인적 감성과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간교육
새 시대를 앞서 나가는 

창의적 실용교육

교육과정

편성방향

바른 사고와 따뜻한 품성을 지닌 
특수교사 양성
특수아동의 권리 옹호자로서 역
할 지향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특수교사
상 정립 

전인적 감성과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간교육과정

선진 특수교육 제도 및 실무 이해

외국의 특수교육기관과의 협력 구축

세계 특수교육동향 이해 및 해외 

봉사 활동 추진

창의적 교수-학습을 통한 맞춤형 
학생지도 구안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특수교
육 교육과정 이해 및 창의적 적용 
방안 탐구
창의적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으로 
특수아동의 가능성 제고

새 시대를 

앞서 나가는 

창의적 실용교육과정

현장 특수교사와의 협력을 통한 

실무 능력 함양

현장에서 요구하는 특수교육의 교

수-학습  적합화

스터디와 봉사활동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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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우리 대학교 건학정신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전인적 인간품성과 실용지식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특

수아동에게 봉사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본 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는 심신에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지도하기 위한 이론을 연구ㆍ개발하고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방법을 익힐 뿐만 아니라 그

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인성을 계발함으로써, 장차 특수학교 및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초등학교 통

합학급에서 특수아동을 효율적이며 의미 있게 잘 지도할 수 있는 우수한 초등특수교육교사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 특성 

초등특수교사교육은 성실, 창의 봉사의 교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에 따라 초등특수교육 실천과 그 개

선에 헌신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품성을 양성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초등특수교육현장의 실천

과 개선을 위해 특수아동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의지와 삶을 존중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및 학부모와 협력하여 통합지도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 태도를 지닌 교사를 양성한다. 또한 실용지식

을 고양하기 위해 실습과목을 강화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창의적이면서 전문적인 초등특수교사로서의 

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지도한다. 지역사회 및 학부모와 협력하여 통합지도를 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양성을 위해서 초등특수교육과는 다음의 5가지 사항을 특히 강조하여 지도한다.

①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과의 통합교육 강화 -초등특수교육과 학생들은 항시 통합적인 초등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지며 통합지도를 위한 준비를 한다. 4학년 학생들은 현장실습에 대비하여 주 1회씩 한 달간의 

사전 실습을 거친 후 본격적인 초등특수교육실습을 받는다. 한 달간 지역사회 특수학교에서 실습을 바탕

으로 하여 초등특수교육 교재ㆍ교구의 제작과 특수아동과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창의적으로 지도하는 경험을 갖는다.

②이론과 실제의 통합교육 강화 -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학교와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견학하고 참관하여 특수학교 교육시설과 교수매체 및 프로그램을 배움으로써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과의 통합지도를 위한 이론과 실제를 통합해 전인적 인간품성과 실용지식을 연마한다.

③유치원교육과 초등교육의 통합교육 강화 – 1학년 학생들은 7일 이상 장애아가 있는 유치원을 견학하고 

참관하여 특수유아교육을 이해함으로써 유치원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교육을 실시함으로 지역사회의 현

실을 이해하고 봉사하는 경험을 갖는다.

④봉사활동과 학습활동의 통합교육 강화 - 성실, 창의 봉사의 교훈에 따라 학교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활

용하여 장애아동들을 위한 음률극이나 인형극, 혹은 아동극 등을 발표한다. 특수학교나 초등학교 특수학

급 혹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나 아동상담소 등의 사회사업관련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⑤지역사회 와 및 학부모와의 통합교육 강화 - 각종 스터디 활동과 학과 동아리 활동에서 현장교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한 학술발표회, 작품전시회, 혹은 교재ㆍ교구전시회 등의 행사를 통하여 전인적 인간품성

과 실용지식을 연마한다. 또한 특수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육현장 혹은 교육행정실무분야의 우수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새로운 전문지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다. 그 밖에 타 대학의 초등특수교

육 연구자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위하여 연구회나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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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기를 권유한다. 학부모와의 유기적인 통합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모임을 가지고 학부모의 의견을 들

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특수아동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라. 발전방향

기독교 건학정신에 따라 전인적 인간교육과 실용지식을 기반으로 특수아동에게 봉사하고 지역사회 및 학

부모와 협력하여 통합지도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과 태도를 지닌 창의적인 특수교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안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①인간품성을 기반으로 특수아동을 위해 자신의 영육을 바치는 삶의 자세임을 깨닫고 예술적 민감성과 

윤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초등특수교육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②실용지식을 고양하기 위해 초등 특수교육 현장과의 연계를 통한 스터디 활동, 세미나, 발표회, 그리고 

각종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상아동과 장애아동과의 통합지도를 위한 이론과 

실제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③실사구시를 위해 초등 특수교육 분야의 우수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거나, 타 대학이나 기관

의 초등특수교육 연구자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위한 연구회와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 한다.

④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으로 장애아동의 행동중재와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한다. 이에 따라 자폐아동 

치료센터를 운영하여 서부 경남지역의 자폐아동에게 치료의 기회를 줌으로써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며, 학생들에게는 자폐아동 치료에 필요한 실습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특수학교 초등부 교사 

②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③발달지체 아동 관련기관(복지관)의 특수교사 

④장애아동 전담 어린이 집 또는 치료실

⑤장애관련 연구기관 연구사 

⑥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또는 연구사 

⑦대학원 진학 

⑧해외 장애교육 지원 센터 등 

취득자격증 

①특수교사(초등)2급 자격증

②자폐스펙트럼아동 지도사 3급 자격증

③중등특수교사 자격증(복수잔공 시)



276

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
습

1-1

발달심리  3 3 0  특수교육학* 3 3 0

 초등국어교육*** 3 3 0

 초등체육교육*** 3 3 0

 특수아동상담 이론 및 실제 3 3 0

1-2

행동수정 3 3 0  정신지체아교육＊ 3 3 0

 통합교과*** 3 3 0

 초등교과교육론*** 3 3 0

 특수교육학개론** 2 2 0

2-1

 초등실과교육*** 3 3 0

 초등음악교육*** 3 3 0

 특수학교 교육과정론＊ 3 3 0

 초등미술교육*** 3 3 0

 교육학개론** 2 2 0

 교육심리** 2 2 0

2-2

 초등수학*** 3 3 0  초등특수 교과 논리 및 논술 2 2 0

 특수교육 연구방법론* 2 2 0

 정서 및 행동장애아교육＊ 3 3 0

 지체장애아교육＊ 3 3 0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 2 0

 교육사회학** 2 2 0

3-1

 학습장애아교육＊ 3 3 0  청각장애아교육＊ 3 3 0

 장애아 진단 및 평가* 3 3 0

 장애학생통합교육론* 3 3 0

 초등특수교과교육론 3 3 0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2 0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2 0

3-2

 자폐성장애아교육* 3 3 0  개별화교육방법론* 2 2 0

 의사소통장애아교육＊ 3 3 0

 초등과학교육*** 3 3 0

 초등특수교과교재연구 및 지도
법

3 3 0

 생활지도와 상담** 2 2 0

4-1  초등특수수업행동분석 2 1 2  특수교육공학＊ 3 3 0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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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
습

 시각장애아교육＊ 3 3 0

 특수교육과 가족참여* 2 2 0

 초등사회교육*** 3 3 0

 학교폭력의 이해** 2 2 0

 교육실습** 2 2 0

 교직실무** 2 2 0

4-2

 초등윤리＊** 3 3 0

 초등교육연구법 2 1 2

 자폐아임상실습 1 0 2

 중도중복장애아교육 2 1 2

 교육봉사활동** 2 2 0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2 0

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인성
교육

1,2,3,4
외국인 유학생과 멘토링 
프로그램

교내 외국인 유학생과 멘토링 체결

1,2,3,4
외국 특수교육 기관 탐방 
및 소개로 국제적 이해 향
상

외국 특수교육 기관 탐방 및 소개로 국제적 이해 
향상

1,2,3,4 진로 개발 상담 프로그램 학생의 진로개발 지원

1,2,3,4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원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원

1,2,3,4
특수아동과  함께 하는 놀
이마당

지역사회 내 특수아동과 함께하는 문화마당

1,2,3,4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1,2,3,4
봉사자로서의 자질과 태도 
함양

봉사자로서의 자질과 태도 함양

실용
교육

1,2,3,4 특수학교  방문 프로그램 전국 우수 특수학교 방문

1,2,3,4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
학급 교사 초청 특강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교사 초청 특강

1,2,3,4
장학사, 연구사, 교장, 교
감선생님 초청 특강

장학사, 연구사, 교장, 교감선생님 초청 특강

1,2,3,4 임용관련 강의지원
교육학, 특수교육학, 특수/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on-off라인 강의 지원

사. 비교과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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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실용
교육

1,2,3,4 임용관련 정보 제공 임용관련 정보 제공

1,2,3,4
수업시연이나 임용 2차 
대비 수업지도안 작성 
특강

수업시연이나 임용 2차 대비 수업지도안 작성 
특강

1,2,3,4
임용 2차 대비 수업시연 
특강

임용 2차 대비 수업시연 특강

1,2,3,4 수화특강 청각장애아동 지도를 위한 기초 수화 특강

1,2,3,4
시각장애아동 지도를 위한 
기초 점자 특강

시각장애아동 지도를 위한 기초 점자 특강

1,2,3,4 학습  튜터링 전공과목에 대한 심화학습

1,2,3,4
발표력, 수업시연 능력 
강화

발표력, 수업시연 능력 강화

아. 교과목 개요

￭ 발달 심리 (Developmental Psychology)

일반아동의 인지, 행동, 사회정서 및 신체ㆍ운동적 발달단계와 특성, 발달 단계별학습 능력 특성 등을 숙

지하고 이를 기초로 일반 아동과 특수아동의 발달을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비교ㆍ고찰함으로서 특수아동

의 발달 및 학습능력을 정확히 이해한다. 나아가 발달의 제 원리와 단계별 특성을 특수교육에 적용하여 

질 높은 특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특수교육학 (Theory of Special Education)

특수아동의 개념과 특성, 특수교육 발달 및 연구 동향,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관계, 각 장애영역별 특성, 

교육방법 및 전환교육 등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연구한다.

￭ 초등국어 교육 (Korean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국어교육의 기본개념과 구조,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재선정, 교재연구, 학습지도, 평가 등에 대한 기초이

론의 학습과 효과적인 교수법을 체득하고 특수아의 학습능력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국어교육방법을 탐색

한다. 

￭ 초등체육 교육 (Physical Educa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체육과 교육의 목적과 성격, 교육목표,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 학습지도의 계획수립ㆍ실행ㆍ평가방법 

등 기초이론과 지도법을 연구한다. 이를 기초로 대근육 및 소근육 운동능력이 열등한 특수아의 학습능력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활동을 재구성하여 지도함으로써 체육과 교육은 물론 연관된 다

른 교과의 교육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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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아동상담의 이론 및 실제 (Theories and Practices of Special Child Counseling) 

상담의 원리와 방법 등을 기초로 아동 상담의 특성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상담 기법 및 치료 기법을 익

힘으로써 초등교육 현장과 초등특수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을 기

른다.

￭ 행동수정 (Behavior Modification)

행동 형성 및 유지에 관여하는 선행사건, 결과 자극을 이해한다.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 시키고, 바람직하

지 못한 행동은 감소, 소거시키기 위한 제거 법을 익혀, 행동 수정의 실제적 기능을 익힌다. 

￭ 정신지체아 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지적 행동과 적응 행동 상에 문제가 있는 정신지체 아동의 특성, 교육과정, 교수방법 등 정신지체아동 교

육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정신지체아동을 통합지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개발하고 현장

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통합교과 (Cross- Curricular Course for Elementary School)

총체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통합교과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본 다음, 초등학교 저학년

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내용, 교수과정을 통합한 통합교과의 구성 원리, 기본방향, 성격과 교육현장 적

용 등의 통합교과의 이해와 실제에 대해 학습한다. 

￭ 초등교육론 (Introduction to Elementary Education) 

초등교육의 목적과 중요성을 고찰하고 초등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초등특수교육에 대한 기초지

식을 습득하여 초등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유아교육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

도록 한다.

￭ 특수 교육학개론 (Instruction of Special Education )

특수교육의 목적과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진단 및 판별방법을 알고 이를 토

대로 특수아동들의 교육적 지원을 안다 그리고 현행법적 근거 속에서 통합교육의 이론과 실천방법을 이

해하여 실천하려는 의지를 기르며 영재아동의 판별 및 교육방법을 익혀 현장적용능력을 기른다. 

￭ 초등실과 교육 (Practice Course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특수아동에게 실천적 활동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고,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생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초 직업 기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과 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을 분석하

고, 실과 학습지도 및 평가 방법을 탐색한다.

￭ 초등음악 교육 (Music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음악교육의 목적과 성격, 교육목표,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 학습지도의 계획수립ㆍ실행ㆍ평가방법, 음악

치료의 원리와 방법 등 음악과 교육의 기초이론과 지도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특수아의 학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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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맞게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아울러 음악의 치료적 성격과 기

법을 적용하여 특수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을 높이고 다른 교과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방

법을 탐색한다.

￭ 특수학교 교육과정론 (Curriculum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철학적, 사회적, 심리적 기초로 아동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열린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과정 모형을 비교ㆍ연구한다. 이를 위해 현장관찰과 다양한 학습방법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학습자의 특성, 아동교실 환경, 수준별 학습내용 및 아동교육 현장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는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조직한다. 

￭ 초등미술 교육 (Art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미술교육의 목적과 성격, 교육목표,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 학습지도의 계획ㆍ수립ㆍ실행 및 평가방법 

등 미술교육의 기초이론과 지도방법을 연구한다. 이를 기초로 특수아의 학습능력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 

및 활동을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미술교육의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특수아의 심

리ㆍ사회 정서적 왜곡현상을 치유하고 자기표현의 즐거움을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고 다른 교과와 통

합하여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ducation)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교육현상과 교육행위와 관련된 기본개념과 주요 이론을 개괄적으로 이

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①교육의 개념적 준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교육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②인간의 교육 가능성을 지적인 측면과 비지적 측면으로 나

누어 알아본다. ③동양과 서양의 고대교육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학교 교육제도는 어떻게 정착되어왔는지

를 살펴본다. ④사회화 과정으로서 교육의 현상을 구명하고 나아가 교육의 사회적 구조와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밝힌다. ⑤교직의 성격과 교사의 역할을 구명한다. 

￭ 교육심리 (Educational Psychology)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행동특성 이해와 교육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도록 하고 올바

른 교육관을 정립시킨다. 교육심리는 ①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한 성장발달에 관한 측면, ②교육 환경구성

에 관한 측면, ③수업의 기본과정을 결정하는 학습에 관한 측면, ④학습의 촉진과 능률적 지도에 관한 인

성 심리학과 생활지도의 측면, 그리고 ⑤교육목표의 달성도를 과학적으로 다루는 심리측정의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 초등수학 교육 (Mathematics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수학과 교육의 기본개념과 구조,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재선정, 교재연구, 학습지도, 평가 등에 대한 기

초이론의 학습과 효과적인 교수법을 체득하고 특수아의 학습 능력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연

구한다.



281

 ￭ 특수교육 연구방법 (Research Methodology of Special Education)

특수아, 교육 환경, 그리고 질적ㆍ양적 연구 방법론(연구 설계, 연구수행 절차, 검사 도구 및 통계 처리 

방법, 관찰ㆍ면담 및 해석 방법 등)을 이해하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안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

아동 발달 과정에서 정서적 문제나 자폐성을 가진 아동들의 판별과 특성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을 

공부함으로써, 학령기 이후 발달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방안과 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지체장애아 교육(Education for Physically Handicapped Students)

지체부자유아의 유형 및 원인 그리고 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과 교육과정, 교육 방법 등 지체부자유아 

교육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교수 방법을 개발하고 초등특수교육 현장이나 초등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Curriculum & Educational Evaluation)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의 이론을 이해하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의 문

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가 방법 등을 다루어 교육과정의 현장적용능력과 다양한 평

가 기법 적용능력을 기른다.

￭ 교육사회학 (Educational Sociology)

교육의 사회적, 문화적 기초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현상으로서의 학교 교육을 사회학적, 인류학적, 경제학

적으로 설명 이해한다. ①사회적,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교육이 일어나는 맥락으로서의 사회와 문화

를 이해한다. ②학교 교육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사회적 설명, 이해 부분에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거시

적ㆍ미시적 교육사회학 이론들의 관점 ㉯교육사회학 이론의 발달과 연구 동향을 고찰한다. ③학교 교육

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으로는 학교 교육과 노동시장 이론의 관계 ④인류학적 접근으로는 학교 문화, 교

사 문화, 학생 문화, 학부모 문화를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사회학 이론 및 교육 경제학, 교육 인류학 

연구들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의 적용 가능성과 교사로서 교육 실천에의 시사점을 탐색한다.

￭ 학습장애아 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학령기에 이르러 학습 상의 문제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 아동들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과 그들을 위

한 다양한 교수방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따른 교육 방법을 초등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 청각장애아 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ediment)

청각장애아동(농/난청)의 지적, 정서적 발달의 특성과 교육과정, 교수방법 등 청각장애아동 교육의 전반적



282

인 지식을 습득하여 청각 장애아동을 지도하고 통합교육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장애아 진단 및 평가 (Diagnosis and Assessment in Special Education)

특수아동을 진단ㆍ평가하기 위한 각종 검사도구들의 특성과 사용방법을 익히고, 실습을 통하여 검사자료

의 수집과 검사결과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특수아 프로그램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 장애학생 통합교육론 (Integrated Education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장애아동과 비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당위성을 학습하고 성공적인 통합교육 실시를 

위하여, 통합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 교수모델, 교사의 역할, 장애아동과 정상 아동들의 역할과 태도 및 

자세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방법론을 모색한다. 

￭ 초등특수 교과교육론 (Teaching Theory of Subject Matters for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교육의 과정은 지식의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바, 한 교과의 과정이 지식의 과정을 이해한 자에 

의해 서술 될 수 있도록 교과의 구성과 지식의 획득과정, 교육의 과정 등을 공부한다.

￭ 교육철학 및 교육사 (Educational Philosophy and History)

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교육철학에 대한 기본 이해와 동ㆍ서양교육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한다. 교육철

학의 주요개념과 이론을 분석함으로써 교육현장에 대한 철학적 사고를 하게하고, 우리나라와 서양 교육

의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교육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교육철학에서는 교육철

학의 성격을 밝히고 교육의 주요 개념들을 분석하며 교육철학의 제 이론들을 이해하도록 한다. 교육사에

서는 우리나라 교육사와 서양 교육사의 흐름을 각 시대별로 사회적ㆍ정치적ㆍ사상적 교육제도 및 기관, 

주요 교육 사상가들의 교육적 아이디어와 논점을 검토한다.

￭ 자폐성 장애아교육 (Education for Autistic Children)

자폐의 개념, 자폐아의 인지, 언어, 사회정서 및 행동특성의 이해, 자폐아 지도의 원리와 방법의 습득, 자

폐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원리와 방법 등을 공부하고 이들의 다양한 특성별 지도 방법을 탐색한다.

￭ 개별화 교육방법론 (Methodology of Individualized Education)

개별화 교육의 개념, 특성, 모형, 운영방법 등을 숙지하고 학습자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의사소통 장애아 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Communication Disorder)

장애아동의 언어와 읽기 발달에 대한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언어발달과 읽기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중재

방법을 연구하여, 이를 초등특수교육 현장이나 초등교육현장에서 적용하여 장애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283

￭ 초등과학 교육 (Science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과학교육의 목적과 성격, 과학과 교육의 목표, 과학과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 학습 지도의 계획과 수행

방법, 과학교육의 평가방법, 실험중심의 탐구학습 방법 등 과학과 교육의 기초이론과 지도방법을 연수하

고, 이를 기초로 특수아의 학습 능력 특성에 맞게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

한다.

￭ 초등특수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Research & Instruction of Subject Materials for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초등 특수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재ㆍ교구를 선정, 제작하여 초등 특수교육 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특

수아동에게 적절한 학습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 특수 아동이 새로운 정보 매체 (CD-ROM, PC 통신자

료, Internet자료 등)를 이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초등특수수업행동분석 (Teaching Behavior analysis for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특수아동을 위한 교사들의 효율적인 수업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이론적, 실제적 접근의 기초

를 다지고 수업전문가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학습한다.

￭ 특수교육 공학 (Technology for Special Education)

장애아동의 발달 학습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과정의 제 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현장

에서 장애아동을 지도하는데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 시각장애아 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Visual Disabilities)

시각 장애아동(맹/약시)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과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 시각장애 아동교육의 전반

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교수 방법을 개발하고 초등 특수교육 현장이나 초등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특수교육과 가족 참여 (Special Education and the Participation of Family Members)

특수교육의 대상인 장애 아동의 부모 및 가족들의 필요와 지원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들의 참

여를 촉진하는 바람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부모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제 이론

과 방법론을 학습한다. 

￭ 초등사회 교육 (Teaching of Social Study of Elementary School)

사회과 교육의 기본개념과 구조, 교육목표, 교육내용, 사회과 지도의 원리와 방법, 지도계획 및 평가방법 

등 사회과 교육의 기초이론과 지도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특수아의 학습능력 특성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과 기법을 공부한다.

￭ 교육실습 (Teaching Practice)

교육실습은 대학에서 전공교과와 교과교육 그리고 교육에 관하여 배운 이론적ㆍ실제적 지식을 교육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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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실제로 적용 실천하는 기회이다. 학생들은 이 기회 통하여 교육현장을 이해하고, 교사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교직에의 사명감과 윤리관을 정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학생

들은 교육 실습을 통하여 교사 지망생으로서의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의 인간관계를 

경험한다.

￭ 초등윤리 교육 (Moral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도덕과 교육의 기본개념과 구조, 교육목표, 교육내용, 지도의 원리와 방법, 지도계획 및 평가방법 등 도덕

과 교육의 기초이론과 지도방법을 익히고, 이를 기초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지도법과 교

수기법을 적용한다.

￭ 초등교육 연구법 (seminar for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초등교육 제반 이론 및 관찰과 실습을 통해 다양한 교수ㆍ학습 과정의 연구, 초등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사회 변화 추세와 초등교육 흐름에 따른 사회, 문화적 과제, 수준별 교육 방법 등을 

탐색하는 능력 육성과 함께, 최근 초등교육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그리고 현장 적

용 능력을 모색한다.

￭ 초등자폐아동 임상현장실습 (Practicum of Clinical Psychology for Autistic Children)

자폐스펙트럼 아동을 지도하기 위해 언어치료, 미술치료, 운동심리치료, 음악치료, 상담기법 등의 지식을 

적용하여 실제 임상장면에서 자폐스펙트럼아동을 지도하고 관찰한 것을 해석하여 임상학자로서 기본적인 

역할 수행을 연습한다.

￭ 중도 중복 장애아 교육 (Education for the Severe and Multiple Handicapped) 

중도 중복 장애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과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의 이론을 익혀 중도 중복 장

애아동 교육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교수 방법을 개발하여 초등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

한다. 

￭ 초등특수교과 논리 및 논술 (Argumentative writing and expository writing for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초등특수교사로서 문자 언어를 통한 의사 표현을 잘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능함양에 목표를 둔다. 비문

학적 글쓰기로 작문 관습 및 작문 규칙을 탐구하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 활동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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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체육교육과

가. 교육체계도

교육철학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 지도자 양성”

인 재 상 장애인의 신체활동과 체육교육 관련 지식과 지도 능력을 겸비한 인재

교육목표

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겸비한 우수 특수체육 지도자 양성

지도능력이 탁월한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양성 교육
수업실천 능력이 우수한 특수학교 

체육교사 양성 교육

교육과정

편성방향

장애인스포츠과학 장애인의 

운동능력 평가

장애인스포츠 실기종목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체육 관련 법령

코칭 과학 지식

장애인스포츠론

특수교육 교육과정

장애유형별 특성

기본운동 패턴 지도

특수학교 체육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별화교육계획

수업지도안 작성

효율적인 수업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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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우리 대학교 건학정신인 사랑과 봉사 정신을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 실용교육, 인재교육을 실천하고, 장

애인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지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본 대학교의 특수체육교육과는 

특수체육이라는 치료나 재활이 아닌 체육의 한 영역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과 실용적 

국제화를 선도하는 창조적 인재양성이라는 우리 대학교의 사명에 부합하는 특수체육 관련 전문 지식과 

실기 능력을 갖추고, 풍부한 인성을 겸비한 특수학교 체육교사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양성에 주력한다. 

이러한 전문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사랑과 봉사 정신을 실천, 현대적 패러다임에 알맞은 실용교육 구현, 

지역사회 특수체육 전문가로서의 위상 정립을 목표로 한다.

다. 특성

①사랑과 봉사정신의 실천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체육 권리 보장 

②특수체육 교사 양성을 위한 임용고시 대비반 운영

③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국내외 대학 및 관련기관과 자매결연 

④장애인스포츠대회 관련 심판 및 경기운영 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⑤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라. 발전방향

①경상남도 내 특수교육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 연계한 특수체육 실습 기회 마련

②특수체육교사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진출할 수 있는 전공 실기 및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

③교육실습, 임상실습, 장애아동체육교실 등 풍부한 실습 경험과 지도능력을 겸비한 전문 특수체육 지도

자 양성의 기회 제공

④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주관의 대회에 심판, 지도자 및 자원봉사 참여 기반 마련

⑤국내 및 해외 대학 및 기관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최신정보와 자료를 확충하여 프로그램의 전문화, 정

보화 추구

⑥우리 학과와 지역사회 내 특수교육 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특수교육 분야의 살아있는 정보 교

환 및 교육현장의 실용적 지식의 폭 확대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특수체육 부분: 특수학교 중등체육교사,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장애인에게 체육을 가

르치게 하는 기관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②특수체육 경기 부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특수올림픽 등 장애인스포츠 대회의 경기운영요원, 자원봉사

자 및 심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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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
습

1-1

 체조 2 0 2  특수교육학 3 3 0

 휠체어농구 3 0 3

 특수체육론 3 3 0

 지적장애인스포츠지도 2 0 3

1-2

 장애인배구 3 0 3  장애인스포츠론 3 3 0

 스포츠사회학 3 3 0

 체육측정평가 3 3 0

 지체장애인스포츠지도 2 0 3

2-1

 정서 및 행동장애아교육 3 3 0

 장애아진단 및 평가 3 3 0

 청각장애인스포츠지도 2 0 3

 정신지체아교육 3 3 0

③언론 부분: 신문과 TV 등 다양한 언론부분에서 사회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있는 장애인 담당 프로

듀서 및 기자로 활동할 수 있다.

④경기 및 생활체육 부분: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선 생활체육지도자나 경

기지도자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⑤사회복지단체 부분: 각종 사회복지 단체에서 장애인을 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⑥운동처방 부분: 장애인 및 재활담당 전문 운동처방사로 의료기관 및 종합 스포츠 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다.

⑦레크리에이션 및 치료레크리에이션: 일반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로서의 활동은 물론 장애인에 맞는 재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하여 보다 빨리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다.

취득자격증 

①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 체육교사 자격증 

②장애인스포츠 종목별심판 

③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④경기지도자 자격증 

⑤임상운동처방사 자격증

⑥레크리에이션 및 치료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⑦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⑧기타 스포츠 관련 각종 자격증 취득 가능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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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
습

2-2

 장애인스키지도법 3 0 3  운동생리학 3 3 0

 청각장애아교육 3 3 0

 시각장애인스포츠지도 2 0 3

3-1

 특수체육연구법 3 2 0  시각장애아교육 3 3 0

 체육교육 3 3 0

 자폐성장애아교육 3 3 0

 특수체육교과교육론 3 3 0

3-2

 특수학교교육과정 3 3 0  운동학습 및 심리 3 3 0

 운동역학 3 3 0

 장애학생통합교육론 3 3 0

 특수체육교과교재연구 및 지도
법

3 3 0

4-1

 지체장애아교육 3 3 0

 체육사 · 철학 3 3 0

 특수학급경영론 3 3 0

4-2
 특수교육공학 3 3 0  트레이닝방법론 3 3 0

 특수체육교육논리 및 논술 2 2 0

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인성
교육

1,2,3,4

진로 개발 상담 프로그램 학생의 진로개발 지원

학교 적응 프로그램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원

장애아동  체육지도 지역사회 내 장애아동에게 무료 체육활동 지도

지역사회장애인체육활동 복지관 이용자의 체육활동 지도

봉사 활동 교육 프로그램 교육기관에서 장애학생의 학습 지도 지원

실용
교육

특수학교  방문 프로그램 전국 우수 특수학교 방문

교사초청 특강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교사 초청 특강

교육전문가 초청 특강 장학사, 연구사, 교장, 교감선생님 초청 특강

임용관련  강의지원 교육학, 특수교육학, 특수/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on-off라인 강의 지원

전문가 초청 특강 임용관련 정보 제공

수업지도안 특강 수업시연이나 임용 2차 대비 수업지도안 작성 특
강

수업시연 특강 임용 2차 대비 수업시연 특강

사. 비교과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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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수화특강 청각장애아동 지도를 위한 기초 수화 특강

점자특강 시각장애아동 지도를 위한 기초 점자 특강

실용
교육

1,2,3,4
학습  튜터링 전공과목에 대한 심화학습

발표 모니터링 발표력, 수업시연 능력 강화

체육 기본이수과목(PE)

￭ 스포츠사회학 (Sociology of Sports)

사회성을 갖는 건전한 자아형성과 아울러 공유된 삶의 질의 집합적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에 대한 현대인

의 지식, 방법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수한다. 스포츠의 본질을 문화, 집단, 제

도 등 사회학적 시각으로 연구 분석하여 사회체육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이론적인 자질을 체계적으로 갖

출 수 있도록 한다.

￭ 운동생리학 (Physiology of Sports)

운동 상황에서 발현되는 생체기관의 반응과 변화에 관한 과정을 이해시킨다. 운동을 할 때와 휴식하고 

있을 때 또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생리학적 제반현상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함

으로써 운동이 주는 효과를 학생들이 올바르게 인식하여 실제상황에서 자신의 최대능력을 발휘할 수 있

는 이론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 운동역학 (Biomechanics Exercise)

인체가 운동을 실시할 때 가장 적은 힘으로 효과적인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운

동역학과 관련된 실험기구 및 자료해석 방법 등을 반복 훈련함으로써 운동역학의 과학적 연구방법을 터

득케 한다.

￭ 운동학습 및 심리 (Psychology of Sports)

스포츠의 학습지도, 평가, 활동 등 모든 상황에서 유발되기 쉬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를 연구 분석하

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

다.

￭ 체육교육 (Sports Pedagogy)

스포츠교육에 관한 원리를 해명하고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 심신의 조화적인 발달을 기하도록 하

여 초ㆍ중등학생들의 전인적 인간형성을 목표로 한다.

￭ 체육사ㆍ철학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체육사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현재의 체육을 진단

하고 체육의 진로를 철학적으로 추구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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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측정평가 (Practice of Measurement & Evaluation)

측정평가는 검사와 측정결과의 처리를 총칭한다. 따라서 인체의 측정과 자세 검사, 순환기능검사, 성격 

및 태도의 평가 등을 위한 적절한 평가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생활체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력과 인체

의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교수한다.

￭ 특수체육론 (Theory of Special Physical Education)

특수체육의 발달사, 관련 법규와 제도, 장애인 스포츠경기, 현장 교육에서의 문제점 등을 광범위하게 다

루고 특수학교 및 일반 중·고교 특수학급에서의 특수체육에 대하여 다룬다. 특히 장애인 교육의 교수분야

로써 특수체육의 위치와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체육 기타과목(PE)

￭ 장애인스포츠론 (Introduction to Disability Sports)

장애인스포츠의 태동과 장애 유형별 국제 스포츠 조직의 발전과정 및 현대적 의미의 장애인스포츠가 갖

는 철학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 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 그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 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을 함양한다.

￭ 체조 (Gymnastics)

기계운동의 특징을 이해하고 기본기를 습득하여 정확한 동작과 요령을 터득함으로써 지도능력을 배양하

도록 한다. 또한, 인체동작의 원리와 구조를 체조와 관련해서 이해시키고 맨손체조, 기계 및 기구체조의 

기본적인 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혀 단계적으로 종합적 기술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

도록 지도한다.

￭ 트레이닝방법론 (Training Practice)

스포츠의 성과는 운동수행의 극대화로 귀결되는데, 이는 곧 트레이닝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성

과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운동의 생리순화, 적응, 트레이닝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방

법들을 실습과 이론을 통해 지도하여 기초체력과 전문체력을 향상시킨다. 

체육 교과교육과목 (PE(ED))

￭ 특수체육교과교육론 (Teaching Theory of Subject Matters on Special PE)

교육의 과정은 지식의 고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바, 한 교과의 과정이 지식의 과정을 이해한 자에 

의해 서술될 수 있도록 교과의 구성과 지식의 획득과정, 교육의 과정 등을 교수한다.

￭ 특수체육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Research & Instruction of Subject Materials on Special PE)

현대의 아동들이 접하는 자료는 그림책으로 대표되는 문서 자료 뿐 아니라 시청각 자료, 뉴미디어 자료 

등 다양하다. 특히 특수 아동들은 발달 단계상 감각적 자료, 시청각 매체 등 을 활용한 학습을 통해 흥미

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수체육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재ㆍ교구를 선정ㆍ제작

하여 특수체육교육 현장 에서 활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학습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 장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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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정보매체(DVD-ROM, PC통신, Internet 등)를 이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능력을 함

양한다.

￭ 특수체육논리 및 논술 (Special Physical Education and logical thinking)

특수체육이 총체적 인간을 만드는 전인 교육에 어떻게 상응하는가를 중심으로 한 이론들을 고찰하고 논

리적 창의적인 사고력과 종합적인 표현력을 전개하여 특수체육에 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특수체육

교육자들을 슬기롭고 조화된 방향으로 통일시켜 특수체육이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모색한다. 또한 논리적 사고와 이를 토대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준다. 

특수교육 기본이수과목(SE)

￭ 시각장애아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시각 장애아동(맹/약시)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과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 청각장애 아동교육의 전반

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교수 방법을 개발하고 중등 특수교육 현장이나 중등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자폐아성장애아교육 (Education for Children with Autism)

자폐성 장애의 특성, 진단 방법을 이해하고 제반 발달영역에서 보이는 어려움들에 기초한 사회적 상호작

용 전략, 행동중재 방안 및 학습전략들을 모색한다. 

￭ 장애아 진단 및 평가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Special Education)

장애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그들의 운동능력과 체력을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하도록 지도방

법을 모색한다.

￭ 장애학생 통합교육론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y)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은 일반적으로 이들의 교육적 배치를 가장 정상적인 교육환경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및 다양한 이론과 사례 등을 고찰하고 이해하며, 장

차 그들의 재활 및 사회적 통합을 완성하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데 강조점을 둔다.

￭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

아동 발달 과정에서 정서적 문제나 자폐성을 가진 아동들의 판별과 특성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을 

공부함으로써, 학령기 이후 발달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방안과 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정신지체아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정신지체의 개념, 특성, 역사적 배경 및 판별방법을 고찰하고, 정신지체 아동 개인의 욕구에 따른 수준별 

교육방법 및 교육적 조치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정신지체의 개념, 특성, 판별,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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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아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Physically Handicapped)

지체장애아의 유형 및 원인 그리고 지적ㆍ정서적ㆍ사회적 특성과 교육과정, 교육 방법 등 지체장애아 교

육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교수 방법을 개발하고 중등특수교육 현장이나 중등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청각장애아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청각장애의 개념, 특성, 역사적 배경 및 판별방법을 고찰하고, 청각장애 아동 개인의 욕구에 따른 수준별 

교육방법 및 교육적 조치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청각장애의 개념, 특성, 판별,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 특수교육공학 (Technology for Special Education)

장애아동의 발달 학습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과정의 제 이론을 고찰하고, 이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현장

에서 장애학생을 지도하는데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 특수교육학 (Theory of Special Education)

장애아동의 개념과 특성, 특수교육 발달 및 연구 동향,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관계, 각 장애영역별 특성, 

교육방법 및 전환교육 등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교수한다.

￭ 특수학교교육과정 (Curriculum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 

장애아동 교육과정의 발달과정, 유형 등을 알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교육대상의 능

력이나 장애종류에 따라 교수적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로서 자질을 함양한다.

￭ 특수학급 경영론 (Theory of Special Class Management)

특수학급은, 특수요구아동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특별지도, 혹은 순회교육 등의 방법으로 장애

아동과 정상아동과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급이다. 이러한 특수 교육요구를 지니는 아동을 위한 

특수학급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내에서의 아동 지도와 상담 및 평가, 환경 관리, 교육과

정 관리, 조직관리, 그리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리 등의 업무를 기획 및 실천하고 이를 다시 평가하는 

순환적인 조직 활동에 관한 이론을 연구한다.

특수체육 과목(SP)

￭ 지적장애인스포츠지도 (Sports for the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체육활동 중 특수올림픽(Special Olympics)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해하고 해당 

스포츠 활동의 종목별 실행을 통한 경험을 축적하게 된다. 정신지체 관련 특수학교의 체육활동 실제를 

경험으로 이해하게 된다.

￭ 지체장애인스포츠지도 (Sports for the Individual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지체장애 유형 가운데 특수학교 학생 중심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장애의 병인학적 분류와 체육활동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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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심리적 문제, 행동관리, 보장구 활용, 운동 시의 인체 반응 등에 대하여 이해하며, 지체부자유 학

교의 체육 교육과정 내용에 적합한 지도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지체장애와 관련된 스포츠 활동을 깊이 

있게 학습한다.

￭ 시각장애인스포츠지도 (Sports for the Individuals with Visual Impairments)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활동 능력에 적합하게 다양

한 스포츠 유형 각각의 경기 방법과 규칙을 변형하여 적용하는 수업 수행 능력을 학습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 시각장애인 스포츠 연맹(IBSA)의 경기 종목 규칙을 이해하고, 종목별 경기 능력과 지도 능력을 습

득한다.

￭ 청각장애인스포츠 (Sports for the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s)

청각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스포츠의 특징 및 경기규칙, 전략 및 전술에 대해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주요종

목에 대한 실습 경험을 한다.

￭ 휠체어농구 (wheelchair Basketball)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농구 경기를 행하는 스포츠지도 원리

를 이해한다.

￭ 장애인배구 (Volleyball for Disabled)

배구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과 게임방법을 습득하고 배구지도에 관련된 체력단련과 연습방법 등 이론과 

실기를 익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장애인스키 (Skiing for the Disabled)

장애인을 위한 Sit-ski, BiSki, Threetrack 등을 이해하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등의 특성에 알맞은 스키 지도법과 실기능력을 기른다.

￭ 특수체육연구법 (Research of Special Physical Education)

특수체육연구 특수체육 연구의 세계적 동향과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영역별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주제에 대해 고찰하고, 특수체육 관련 학술 논문의 연구방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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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육과

가. 교육체계도

교육철학
“장애유아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봉사와 

희생정신,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교사 양성”

인 재 상

투철한 직업윤리와 사명감을 바탕으로 장애유아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박애정신을 가진 인재 

풍부한 현장경험과 임상능력을 함양하여 장애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유아특수교육 관련 학문의 국제적인 동향을 이해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연

구능력을 갖춘 인재    

교육목표

투철한 직업윤리와 사명감을 바탕으로 장애유아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박애정신을 가진 인성교육 실현

장애영유아의 발달촉진을 위한 폭넓은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전문교육 실현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 및 지도 그리고 정확한 진단 및 처방능력을 계발하는 실무교육 실현

학문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수용‧ 적용하며 미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능력 함양

장애영유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및 가족 지원 능력 배양

창의적 전문성을 가진 

현장적합형 교사 양성
근면과 성실, 희생과 봉사정신을 

갖춘 전인적 교사 양성  

교육과정

편성방향

실용적 실무지식 함양

창의적 연구능력 배양

창의적 전문성 함양을 

위한 현장적합형 

교육과정

산학협력과임상능력 강화
국제적 이해 능력과 역량 강화

근면과 성실, 희생과 봉사

정신을 가진 건전한 인성 

계발

근면과 성실, 희생과 

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인성계발형 교육과정

투철한 직업윤리와 사명감 
함양
사랑과 존중의 박애정신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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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①투철한 직업윤리와 소명감을 바탕으로 장애유아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인성교육 실현 

 ②장애영유아의 발달촉진을 위한 폭넓은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전문교육 실현

 ③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 및 지도 그리고 정확한 진단 및 처방능력을 개발하는 실무교육실현

 ④학문의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수용·적용하며 미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

 ⑤장애영유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 및 가족 지원 능력 개발

다. 특성

 ①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서 유일한 학과로, 전국 8개 대학에만 개설

 ②장애유아 의무교육화로 졸업 후 높은 취업률과 국ㆍ공립교사와 동일한 대우 

 ③다양한 실무지식, 풍부한 현장경험, 소명의식을 지닌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양성

 ④대학부설 특수교육연구소 운영 및 현장실습

 ⑤전문성 향상을 위해 임용대비 프로그램운영 및 전공심화 프로그램운영

 ⑥국제적 자질강화를 위해 외국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라. 발전방향

 특수유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성공적인 삶을 도우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특수유아 지도와 유아

특수교육 발전에 필요한 실용적이며 창의적인 전문성과 직업의식을 지닌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본 학

과는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자 한다. 

 ①각종의 강의 및 세미나 활동과 연수과정에 참여, 특수유아를 위한 교내외 행사 진행 및 참여, 그리고 

유관기관에서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등을 통해, 특수유아를 위해 온몸을 던져 지도하고 봉사하려는 확고

한 직업의식과 윤리적 소명감에 투철한 인성을 기른다. 

 ②유아특수교육 위한 각종 스터디 활동과 전공교육 심화, 수업시연과 수업실습 시행, 현장 수업 연구 대

회 참가, 유아특수교육 세미나 및 발표회와 전시회 개최 및 참여 등을 통해, 특수유아를 효과적으로 통합 

지도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기른다. 

 ③유아특수교육 질적 제고를 위한 확대·심화된 전공 과정 개설, 우수한 유아특수교육 외래 강사 초빙, 

타 대학 및 유관 기관의 유아특수교육 연구자들과의 학문적 교류, 학술대회 개최 및 논문 발표회 개최 

참여, 국내외 대학 및 유관 기관과의 활발한 교류에 의한 최신 정보와 자료 확충 등을 통하여 유아특수

교육에 필요한 창의적인 전문성을 기른다.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국ㆍ공립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교사

②사립 유치원 특수학급교사(국ㆍ공립교사와 동일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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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
의

실
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유아교육론 3 3 0 유아특수교육 3 3 0

대학생활과 진로설계(교
필)

1 1 0 유아발달 3 3 0

유아사회교육 3 3 0

1-2

유아언어교육 3 3 0

장애유아행동수정 3 3 0

장애유아놀이지도 3 3 0

유아음악교육 3 3 0

2-1

유아건강교육 3 3 0

지체장애교육 3 3 0

정신지체아교육 3 3 0

장애유아미술교육 3 3 0

유아특수교육현장의 이해1 2 0 0

2-2

유아교육과정 3 3 0 유아특수교과 논리 및 논술 2 2 0

사회봉사(교필) 2 0 0 장애아진단 및 평가 3 3 0

유아특수교육현장의 이해2 2 0 0

3-1

유아관찰 및 실습 3 3 0

시각장애아교육 3 3 0

유아특수교과교육론 3 3 0

3-2
자폐성장애아교육 3 3 0

유아특수교과교재연구 및 지도
법

3 3 0

청각장애아교육 3 3 0

③특수학교 유치부 특수교사

④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인 복지관 교사

⑤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⑥장애아동 조기교육 센터, 병원 및 사설 치료실 교사

 

취득자격증 

①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취득

②유치원 정교사(2급) 취득(복수전공 시)

③자폐스펙트럼 아동지도사, 기타 치료과련 자격증 취득

④유아관련 자격증(동화구연, 종이접기, 레크리에이션 등) 취득

마.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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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
의

실
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4-1

장애학생통합교육론 3 3 0 장애유아수 ‧ 과학교육 3 3 0

정서·행동장애아교육 3 3 0

의사소통장애아교육 3 3 0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3 3 0

4-2

취업전략과역량강화(교필) 1 1 0 장애유아가족참여와 지원 3 3 0

유아특수교육세미나 3 3 0

자폐임상실습 3 2 2

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인성
교육

1,2,3,4
예비교사 도서필독 프로
그램

예비교사로서 가져야 할 교양 및 소양을 증진시키
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를 선정하고 독후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2 유아교육현장 봉사활동
지역  사회내 공‧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유아특수교육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2,3,4
인성ㆍ예절 특강 프로그
램

현직 교원을 초청하여 교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질, 
바람직한 교사상, 유아특수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원의 인성과 예절에 관한 특강을 통하여  예비특
수교사로서의 자질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실용
교육

1,2,3 인형극, 종이접기 동아리

종이접기, 인형극 동아리 활동을 통해 예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시키는 목적과 함께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학과 구성원으로서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1,2,3 지역문화탐방 프로그램

지역의  문화예술 명소를 둘러보면서 다양한 문화
적 가치와 재발견하고 식견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체험함으로 경쟁력 있
는 세계적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1,2,3,4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예비특수교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수화, 
점자 등 다양한 전공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2,3
체험ㆍ어울림 한마당 프
로그램

진주시외 유치원, 어린이집의 유아들을 초청하여 체
험행사 제공함으로써 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
을 주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재학생들의 교사로서
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바. 비교과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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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과목 개요

￭ 유아교육론 (Introduction to Early Children's Education)

유아교육의 기초가 되는 철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이론 및 교육과정의 기초, 유아교육기관의 종류 및 운

영관리, 유아교육 기관의 환경, 교사, 부모, 평가, 그리고 유아교육 정책과 유아교육이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 등 유아교육 전반을 개괄적으로 조망해 본다.

￭ 유아특수교육 (Introduction to Early Children's Special Education)

유아의 정신적 특성, 감각 능력, 신경의 운동이나 신체적 특성, 사회적 행동, 의사소통 능력, 중복 장애 

등에 대한 특수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 내용을 파악하고, 장애 발생과 관련된 예방, 중재 방법들을 

검토· 분석함으로써, 전공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유아발달 (Development and Education of Young Children)

영아 및 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관한 제반 지식을 학습한다. 그리고 유아교육의 이

론적 기초가 되는 발달적 특성을 영아기와 유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나누어 이해하고, 교육적 

함의를 파악한다.

￭ 유아사회교육 (Social Stud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 사회교육은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인 어린이가 장차 소속한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도록 돕고자 

하는 것으로 유아에게 사회적인 경험과 관계,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활동을 다룬다. 이를 위해 아동을 둘

러싸고 있는 미시적, 거시적 환경요인들을 살펴보고 가정의 변화, 부모의 역할, 교육기관, 사회 정책적 논

쟁점들이 영향을 미치는 바를 다룬다. 구체적인 접근방법으로는 한국 전통사회의 초기사회화 과정, 타민

족의 아동양육에 관한 문화 인류학적 이해, 야생아와 사회 등에 관해 연구·발표하며 현장 교육적 접근을 

위해서는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증진을 위한 지도방법을 연구 · 개발한다.

￭ 유아언어교육 (Languag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유아의 언어발달이론을 학습하고 언어발달과 언어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과 언어 발달을 도와주

는 교육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며, 유아기의 언어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유아의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

기 지도에 필요한 이론 및 실제 활동들을 익힌다.

 

￭ 장애유아행동수정 (Behavior Modification for Exceptional Children) 

교실에서 일어나는 학생과 교사의 모든 행동의 교환(학업적인 것의 교수와 행동의 습득과 수정)에 대한 

분석과 그 행동 교환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본원리와 기법들을 학습하고 문제 행동의 수정에 필요

한 지식과 전략들에 대해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 장애유아놀이지도 (Play Education for Early Children) 

유아의 사회, 정서, 인지, 신체 발달과 관련지어 놀이 이론에 관한 제반 이론을 학습한다. 일반아동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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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동의 놀이행동 발달특성, 유형, 놀이의 학습효과 등을 이해하고 특수아의 능력과 요구에 적합한 놀이

의 개발, 놀이 행동 지도 프로그램 구안 및 실행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 유아음악교육 (Music for Early Children)

음악교육의 목적과 성격, 교육목표, 교육과정의 구성과 내용, 학습지도의 계획수립·실행·평가방법, 음악치

료의 원리와 방법 등 음악과 교육의 기초이론과 지도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장애유아의 학습능력

과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아울러 음악의 치료적 성격과 

기법을 적용하여 장애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을 높이고 다른 교과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

는 방법을 탐색한다.

￭ 유아건강교육 (Health Education for Early Children)

장애유아의 신체발달과정과 관련된 보건 및 위생학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유아의 

영양과 건강 습관의 습득을 위한 건강교육과 장애유아의 안전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

을 학습한다.

 

￭ 지체장애교육 (Education for Physically Handicapped Students)

지체부자유아의 유형 및 원인 그리고 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과 교육과정, 교육 방법 등 지체부자유아 

교육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교수 방법을 개발하고 유아특수교육 현장이나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정신지체아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지적 행동과 적응 행동 상에 문제가 있는 정신지체 아동의 특성, 교육과정, 교수방법 등 정신지체아동 교

육의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정신지체아동을 통합지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개발하고 현장

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장애유아미술교육 (Art Education for Early Children)

유아 미술지도의 목표와 내용을 이해하고, 미술활동을 통하여 유아의 사고나 감정의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습득하고, 유아가 소유하고 있는 창의성, 예술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유아 미술교

육의 올바른 지도 방법을 연구하여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미술 활동을 학습한다. 이를 기초로 장애유

아의 학습능력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 및 활동을 재구성하여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미술교육의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여 장애유아의 심리· 사회 정서적 왜곡현상을 치유하고 자기표현의 즐거움을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고 다른 교과와 통합하여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 유아교육과정 (Curriculum for Early Children)

유아교육과정의 철학적, 사회적, 심리적 기초로 유아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열린 교육 환경에 적합

한 교육과정 모형을 비교, 연구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학습방법의 특성을 파악하여 학습자의 특성,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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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환경, 수준별 학습 내용 및 유아교육 현장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는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현장 관

찰을 통해 조직하고 분석한다. 

￭ 유아특수교과 논리 및 논술 (Logic and Academic Writing for Early Children with needs Special 

education)

장애 유아의 창의적, 논리적 사고 발달의 중요성과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유아의 창의적, 논리적 사고

력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방법과 교육 자료를 탐색한다. 이와 함께 예비유아교사의 문장과 

글쓰기 능력을 배양한다. 

￭ 장애아 진단 및 평가 (Diagnosis and Assessment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장애 유아를 진단·평가하기 위한 각종 검사도구들의 특성과 사용방법을 익히고, 실습을 통하여 검사자료

의 수집과 검사결과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특수아 프로그램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유아관찰 및 실습 (Field Observation and Basic Practice for Early Children)

유아의 발달과 상황, 그리고 학습이론을 토대로 한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교수 학습 활동의 계획, 운영 및 

평가, 일과 계획, 환경구성, 교사의 역할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 하고, 다양한 교수 상황을 관찰하여, 현장

실습을 통해 유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 시각장애아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Visual Disabilities)

시각 장애아동(맹/약시)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과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 청각장애 아동교육의 전반

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교수 방법을 개발하고 유아 특수교육 현장이나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유아특수교과교육론 (Teaching Theory of Subject Matters for Early Children with needs Special 

education)

교육의 과정은 지식의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바, 한 교과의 과정이 지식의 과정을 이해한 자에 

의해 서술될 수 있도록 교과의 구성과 지식의 획득과정, 교육의 과정 등을 교수한다.

￭ 자폐성장애아교육 (Education for Autistic Children)

자폐성 장애의 개념, 자폐성 장애의 인지, 언어, 사회정서 및 행동특성의 이해, 자폐성 장애의 지도의 원

리와 방법의 습득, 자폐성장애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원리와 방법 등을 공부하고 이들의 다양한 특성별 

지도 방법을 탐색한다.

￭ 유아특수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Research & Instruction of Subject Materials for Early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

현대의 유아들이 접하는 자료는 그림책으로 대표되는 문서 자료뿐 아니라 시청각 자료, 뉴미디어 자료 

등 다양하다. 특히 특수 유아들은 발달 단계상 감각적 자료, 시청각 매체 등 을 활용한 학습을 통해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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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아 특수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재·교구를 선정, 제작

하여 유아 특수교육 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특수유아에게 적절한 학습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 특수 유

아가 새로운 정보 매체 (CD-ROM, PC 통신자료, Internet자료 등)를 이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

는 능력을 함양한다.

￭ 청각장애아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ediment)

청각장애아동(농/난청)의 지적, 정서적 발달의 특성과 교육과정, 교수방법 등 청각장애아동 교육의 전반적

인 지식을 습득하여 청각 장애아동을 지도하고 통합교육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장애학생통합교육론 (Integrated Education for Early Children with Special Needs)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당위성을 학습하고 성공적인 통합교육 실시를 

위하여, 통합교육을 위한 교수 방법, 교수모델, 교사의 역할, 장애아동과 정상 아동들의 역할과 태도 및 

자세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방법론을 모색한다. 

￭ 장애유아 수·과학교육 (Mathematics • Scienc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 수학교육과 과학교육 이론을 살펴보고, 수준별 수학·과학교육의 계획, 실행 및 평가 방법을 연구한

다. 또한 일상생활 관련 매체 활용 및 수학 •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동향을 파악하여 최근의 논쟁점을 탐

색하여 교수 방법, 교구 선택 및 제작 방법을 학습하여 현장 관찰 및 실제 수업을 통해 수학과 과학 내

용을 학습한다.

￭ 정서·행동장애아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turbance)

아동 발달 과정에서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들의 판별과 특성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을 공부

함으로써, 학령기 이후 발달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방안과 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

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의사소통장애아교육 (Education for Students with Language Impediment)

장애아동의 언어와 읽기 발달에 대한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언어발달과 읽기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중재

방법을 연구하여, 이를 유아특수교육 현장이나 유아교육현장에서 적용하여 장애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in Early Childhood Settings) 

유아교육 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 관계 법규, 행정, 재정, 시설 관리, 교직원 임용에 대한 내

용을 학습한다. 최근의 교육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유아 교육기관을 경영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른

다. 또한 유아 학급 운영의 원리, 유아교육 기관의 조직·심리적 풍토,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학습하여 교사 

및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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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아가족참여와 지원 (Participation of Family Members for Early Children with Special 

needs)

특수교육의 대상인 장애 아동의 부모 및 가족들의 필요와 지원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들의 참

여를 촉진하는 바람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부모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제 이론

과 방법론을 학습한다. 

￭ 유아특수교육세미나 (Seminar for Early Children's Special Education)

유아특수교육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유아특수교육현장에 이를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

다. 또한 유아특수교육의 현재 동향과 논쟁점에 대해 이해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자폐임상실습 (Practicum of Clinical Psychology for Autistic Children)

자폐스펙트럼 아동을 지도하기 위해 언어치료, 미술치료, 운동심리치료, 음악치료, 상담기법 등의 지식을 

적용하여 실제 임상장면에서 자폐스펙트럼아동을 지도하고 관찰한 것을 해석하여 임상학자로서 기본적인 

역할 수행을 연습한다.

￭ 유아특수교육현장의 이해 1, 2 (Comprehension of Early Children's Special Education Field)

유아교육 및 유아특수교육기관에서의 실습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 유아특수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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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가. 교육체계도

교육철학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적 자질을 갖춘 전문사회복지사를 만들자”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지고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교육하자” 

인 재 상
인간적 자질과 사회복지전문지식을 갖추고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  

교육목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인간중심의 전문사회복지사 양성

봉사와 창의의 전인적 교육 사회복지전문인 양성을 위한 

현장실무형 교육 

교육과정

편성방향

인성교육 및 자원봉사 

등 인간적 자질 

함양교육

봉사와 창의의 

전인적 교육과정

학생참여형 수업,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등 

창의력 함양교육

전문인 양성을 위한 

자격증취득 중심의 

실용적교육

사회복지전문인 양성을 

위한 현장실무형 

교육과정

다양한 사회복지현장과 

연계한 실무중심의 

현장능력 강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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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우리대학의 교육의 사명인 “학생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실현하고, 지역발전과 세계화를 선도하

는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전인적 인간교육”과 “창의적 실용교육”이라는 대학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인간중심의 전문사회복지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올바른 인간에 대한 이해 능력과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함양, 봉사정신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전인

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함께하는 인간적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에 대한 학습과 습득을 통해 사회복지의 능력 배양을 통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욕구되는 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학과에서는 사회복지전공, 아동‧실버복지전공 

아동가족복지전공의 3개의 전문영역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세계화를 선도하는 사회복지전문가로 활동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특성

우리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인 “인간적 품성과 실용적 지식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창의적 인

재” 육성과 본 학과의 목표인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인간중심의 전문사회복지사 양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본 학과에서는 전문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식의 

습득,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 개발, 현장적응

성을 위한 실무 능력의 습득 및 숙달을 위한 다양한 현장실습,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위한 산학연계 

프로그램 수행,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식 교육과정 운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의 생활화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본 학과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①자격취득 중심의 교육과정과 실용적인 교육과정 운영 - 자격증 취득에 필수적인 기본 교과목 운영과 

지식기반확충을 위한 심화 교육과정으로 실무자로서의 이론적 지식을 충실히 교육하며 산학협동 체결에 

의한 현장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현장과 함께하는 실무적인 교육 - 이론교육의 실제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기관 및 어린이집 관련 기관

에서 현장실습을 강화하여 졸업 후 현장 실무 적응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③자원봉사를 지역사회 공헌 및 봉사자의 자세확립 - 현장체험을 넓히고 봉사자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 1

학생 당 자원봉사 기관(어린이집, 복지기관 각각)을 1개소 이상씩 정하고 인성교육, 자원봉사 교과목에 

평가항목을 넣어 담당교수가 관리하여 지속적인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현장실무를 접하게 한다. 

④창업(어린이집 및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등) 지원을 위한 창의적 교육 -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과를 통해 창업에 필요한 서류 및 프로그램 개발을 모의 실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⑤다양한 실무중심적 교과목 개설을 통한 맞춤식 교육 –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

로 대처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하고 사회복

지현장 중심적인 교과목을 개설을 통한 현장 중심의 인력을 양성한다.

⑥가정복지연구소 및 다문화연구소, 학생상담센터 등과 연계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 – 본 학과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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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가정복지연구소 및 다문화연구소와 대학에 운영하고 있는 학생상담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가정, 아

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및 여성, 그 가족과 관련 복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연구 과제를 

지역사회에 적용하며, 정보를 제공하므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의 유대관계를 맞는다. 

라. 발전방향

①체계적인 전공지식과 현장 중심의 실무실습 능력배양을 통해 실제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전문 인력 양

성 - 자격 과목 이수와 학기 중 복지현장에서의 실습 및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충분히 현장에서의 실무를 

알고 졸업 후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②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복지 컨소시엄 구축 - 복지컨소시

엄(자원봉사 및 교육, 현장 맞춤 복지인력 제공, 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을 구축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직

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꼭 필요한 복지인력 제공 및 소외받는 계층의 복지향상

을 위한 제안 및 실태분석, 인터넷 복지정보 제공 등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업무를 지역사회와 함

께 담당한다.

③국내외대학과의 교류강화 - 국내외대학의 아동, 가족, 사회복지 관련 전공학과와 자매결연, 세미나, 학

술연구 등을 통해 국제적인 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④학과와 연계된 대학원 운영 – 본 사회복지관련 분야인 사회복지, 복지행정, 복지경영, 실버산업, 상담심

리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학습을 위한 사회복지대학원, 대학원 상담심리치료학과와의 연계를 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아동복지분야 - 국ㆍ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교사, 개인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어린이집ㆍ놀이방 창업,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교사, 방과 후 아동지도사 

②청소년복지 분야 –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상담사, 청소년관련 기관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③장애인복지 분야 – 장애인관련 시설 및 기관 사회복지사

④노인복지분야 – 노인관련 시설 및 기관의 사회복지사

⑤가족 및 여성복지 분야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가족문제 상

담원, 여성교육연구원, 여성단체직원, 가족 및 여성관련 기관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⑥의료사회복지분야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

⑦정신보건사회복지분야- 병원, 알콜 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센터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⑧시군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분야 시설관이공단, 종합사회복지관

⑨실버산업 및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분야 창업 및 취업

⑩대학원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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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1 1 0 사회복지개론 3 3 0

상담이론 3 3 0

사회복지마케팅 3 3 0

사회복지전산실무 3 3 0

1-2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3 0

자원봉사론 3 3 0

사회통계학 3 3 0

비영리기관운영관리론 3 3 0

2-1

사회복지행정론 3 3 0

가족복지론 3 3 0

사회복지발달사 3 3 0

수화이론 3 3 0

사회복지실천론 3 3 0

2-2

사회복지정책론 3 3 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3 0

청소년복지론 3 3 0

사회복지조사론 3 3 0

사회복지현장의 이해 3 3 0

3-1

사례관리 3 3 0

사회복지자료분석 3 3 0

정신보건사회복지론 3 3 0

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3 0

취득자격증

①보육교사 2급(무시험) 

②사회복지사 2급(무시험) 

③건강가정사(무시험))

④사회복지사 1급(국가 및 전문자격증으로서 시험으로 취득)

⑤학교사회복지사(전문자격증으로 시험으로 취득)

⑥정신보건사회복지사(국가 및 전문자격증으로 시험으로 취득)

⑦청소년상담사(국가 및 전문자격증으로서 시험으로 취득)

⑧기타 수화통역사, 아동상담사, 심리상담사, 행동치료사, 직업상담사, 방과 후 아동 지도사 등 취득 가능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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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장애인복지론 3 3 0

노인복지론 3 3 0

3-2

지역사회복지론 3 3 0

사회복지법제 3 3 0

사회보장론 3 3 0

학교사회사업론 3 3 0

의료사회사업론 3 3 0

사회복지현장실습Ⅰ 3 3 0

4-1

사회적기업론 3 3 0

가족정책론 3 3 0

사회복지시설운영론 3 3 0

사회문제론 3 3 0

사회복지사정론 3 3 0

사회복지현장실습Ⅱ 3 3 0

4-2

취업전략과 역량강화 1 1 0 사회복지윤리와철학 3 3 0

사회봉사 2 0 0 복지법인회계실무 3 3 0

가족생활교육 3 3 0

가족상담 및 치료 3 3 0

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인성
교육

1,2,3,4
체육대회를  통한 멤버십 
향상

사회복지학과  선후배간의 교류 및 친목도모를 통
한 학업분위기 조성 및 학과적응력 향상

3 지역문화탐방
지역문화탐방을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
을 키우며, 이와함께  멤버십 및 인성함양  

1,2,3,4 1-4학년  연합 MT 
사회복지학과  신입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 및 선
후배간의 교류 및 친목도모를  통한   멤버십 향
상

1 신입생  멘토링프로그램
신입생들의  멘토링프로그램을 통한 진로설계 및 
대학생활적응

3,4
성인학습자대상  멘토링프
로그램

성인학습자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로 학교생
활적응력 향상과 평생학습의 효과달성

2,3
지역문화탐방 및 멘토랑활
동

전공학생  대상 지역문화탐방 및 전공분야 진로에 
대한 특강을 통해 인성함양 및 진로성숙 함양

1 울고웃는  건강법 특강
울고웃는  건강법 강의를 통한 학교적응력 향상 
및 인성 함양

아. 교과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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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1
100세시대  재무관리(돈관
리)

100세시대  재무관리 특강을 통한 경제개념 및 
사회적 능력 함양을 통한  대학생으로   역할 학
습

2
재무(슬기로운  상속, 증
여)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상식 교육을 통한 경제교육
으로  사회적 능력 함양

실용
교육

2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학습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문을 통한 현장에 
대한 이해와 아동학대의 이해

4 학습지원프로그램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실용
교육

1,2,3,4
장애인시설의우수프로그램 
사례특강

장애인시설의 우수프로그램 사례 특강을 통한 전
공실무능력 배양

1,2,3,4
무장애도시를 위한 선진사례 
특강

무장애도시를 위한 선진사례 특강을 통한 전공실
무능력 배양

2,3
산청성심원 기관방문 현장학
습

산청성심원 기관방문을 통한 장애인 및 노인복지
의 이해증진 및 실무능력 배양, 학과적응력 향상

3
TK서드에이지,청소년문화의 
집 현장학습

TK서드에이지 및 청소년문화의집 현장학습을 통
한 노인복지 및 청소년복지현장의 이해를 통한 전
공지식 함양

3
교육복지 전문가로서의 준비
와 역할

진주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현황 및 교육복지
분야 진로를 위한 준비와 역할 등의 내용으로 특
강

3
진주시  건강증진센터기관방
문 현장학습

진주시  보건소 관할 건강증진센터 및 알콩상담센
터 기관방문을 통한 정신보건분야 이해 및 실무능
력 배양

3
경남장애인복지관기관 방문 
현장학습

경남  장애인 복지관 현장방문을 통한 장애인복지
의 이해와 실무능력 배양

3
평거종합사회복지관기관 방
문 현장학습

평거종합사회복지관 현장방문을 통한 종합사회복
지관의 이해와 실무능력 배양

3
창원장애인복지관의기관 방
문 현장학습

창원장애인복지관의 현장방문을 통한 장애인복지
의 이해와 실무능력 배양

3 알면돈이 되는 4대 보험
4대보험에 대한 특강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
도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며 이를 통해 전공능
력 함양

4 국민연금  활용하기
국민연금에 대한 특강을 통해 사회보장에 대한 지
식습득 및 전공능력 함양

사. 교과목 개요

￭ 사회복지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에 입문하려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교과로서, 기초개념, 

실천방법, 관련 쟁점 및 과제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기초개념으로 사회복지의 의미, 발달과정, 가치와 이

념 등을 다루며, 실천방법으로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과정, 미시적 방법론, 거시적 방법론 등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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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학습하며 각종 보호집단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전문사회사업 실천 등을 다루고 사회의 변동에 

따른 사회복지의 전망과 복지 분야의 과제에 관한 논의를 한다.

￭ 상담이론 (Counseling Psychology)

상담과 관련된 정신분석적 상담이론, 인간중심적 상담이론, 인지 행동적 상담이론 등 제 이론을 학습하

고, 상담의 기본방법 및 상담의 진행과 같은 상담자로서 갖추어야 될 기초지식들을 습득하여, 다양한 문

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사회복지마케팅 (Social Welfare and Marketing) 

점차 복지산업화 되고 있고, 경쟁의 원리가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마케팅적 개념을 접목하고

자 하는 과목이다. 특히 고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현실에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반 이론과 실무적인 기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복지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고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

고자 한다.

￭ 사회복지전산실무 (Practice for Social Welfare Computing)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한 기초에서부

터 응용분야까지 심도 있게 학습하는 과목이다, 특히 문서작성을 위한 S/W 활용뿐만 아니라 

Presentation Tool. Spread Sheet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S/W에 대해 실습 중

심의 학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인간행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인간의 성장발달에 대한 주요 이론을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학습하

며,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한 성장 및 발달과정을 검토함과 아울러 사회체계론 적 관점에서 인간행동과 상

호작용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자원봉사론 (Voluntary Welfare)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들을 학습하며, 복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봉사활동의 유형을 

알고 각 봉사영역에 따른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 자원봉사자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실천능력을 배

양함과 아울러 봉사현장에서의 활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수

행 및 평가까지, 그리고 봉사활동의 지도자 및 관리조정자로서 교육, 섭외, 모집,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교수한다.

￭ 사회통계학 (Social Statistics) 

사회복지의 실천현장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업무인 욕구조사와 평가를 위한 자료의 수집, 정

리 요약, 해석, 추정, 가설검정 등과 관련된 통계적인 기법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특히 사회통계학은 사회

복지 조사론의 선수과목이며,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이며, 전문사회복지사에게 요

구되는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교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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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운영관리 (Operation & Manage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s)

시민사회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시민사회와 사회복지의 연관성에 대해서 파악한다. 그리고 금세기에 

늘어나고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시민 조직 관리의 내용과 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서 통합을 모색해 

본다.

￭ 사회복지 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 조직 운영의 효과성, 효율성, 과학성 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회복지(기관)행정의 개념과 특

성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사회복지조직에 미치는 환경 요인들의 영향을 평가한다. 아

울러 사회복지조직 환경과 조직 구조 및 기관의 관리에 관련된 주요 이론과 기술들을 살펴보며 조직의 

핵심기능인 기획과 의사결정, 인사관리, 재무관리, 정보관리, 프로그램관리 및 개발, 기관평가에 관한 지

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실제로 응용해 보도록 한다.

￭ 가족복지론 (Family Welfare)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모자복지 등 복지의 주요 부분에 대한 실태 및 현황, 문제점 등을 제기

하고 가족복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제안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 사회복지발달사 (Introduction to Historical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의 기원과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시대적 변천 과정에 따른 사회사업가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 및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이 과정은 사회복지의 발전에 관한 이론적ㆍ사상적 관점에 중점을 둔다.

￭ 수화이론 (Sign Language)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학습하면서 청각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수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알게 하고 실제로 수화를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복지 실천론 (Practical Theories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과 개인과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

해 통합적 시각에서 본 사회복지 대상자와의 관계론, 면접론, 개입 과정론, 사회복지 실천대상 별 실천모

델, 사례관리 방법론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복지정책과 계획 및 행정과의 관계를 알고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이론들을 이해한다. 정책형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사

회복지정책의 결과인 복지국가의 복지 수준을 분석하며 또한 사회복지 출현배경과 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내용, 효과가 한국의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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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천기술론 (Technical Theories of Social Welfare Practice)

사회복지대상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실천이론을 활용한 각종 사회복지제도 

및 프로그램들의 특성을 이해하여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청소년복지론 (Youth Welfare)

사회 심리적ㆍ심리 역동적ㆍ사회문화적 및 생태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살펴보며 또한 성장에 지

장이 있거나 비행에 관련된 청소년들을 평가하고 치료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개입방법 및 치

료양식을 탐구한다.

￭ 사회복지조사론 (Social Welfare Research)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기본 이론을 이해하며 서베이, 욕구조사, 실험연구, 단일사례연구

설계, 프로그램 평가 등 중요한 조사내용의 설계방법과 자료수집 기법들을 배운다. 특히 서베이는 실무에

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조사방법이므로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습하며 조사의 계획서 및 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게 교수한다.

￭ 사회복지현장의 이해 (The understanding of social welfare field practice)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현장의 딜레마를 토

론하고, 현장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하여 현장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

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복지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높인다.

￭ 사례관리 (Case Mamagement)

사례관리의 역사적 기원과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실제 다양한 실천현장에서의 적용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

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에 진출한 뒤 실용적 수준에서 사례관리서비

스를 응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사례를 통한 사례관리이론 및 기술의 학습을 도모한다.

￭ 사회복지자료 분석론 (Data Analysis for Social Welfare)

자료의 통계적 분석방법들을 소개하는 과목으로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계량적인 자료의 분석

과 관련이론들, 개념들, 기술들의 실질적인 응용에 비중을 둔다. 본 과목은 실질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Social Work in Mental Health)

정신보건 영역에서의 사회사업활동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공동체를 원조하는 역할을 학습하

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을 증진시키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다학제간 Teamwork활

동, 정신의학이론, 정신장애 판정기준, 지역사회 정신건강 등을 학습함으로써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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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Welfare Program)

추상적인 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평가 등으로 구성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

므로 사회복지 문제를 분석하고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개입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한다. 

￭ 장애인복지론 (Welfare of Handicapped Person)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습득하고, 우리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강구한다. 장애인 문제의 의미

와 근원 및 존재형태에 대한 이해, 장애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장애인을 돕는 방법 이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발

전대안 탐색 등을 교수한다.

￭ 노인복지론 (Welfare of the Aged)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틀 속에서 노화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시키고 노화에 따른 개인의 신

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요인의 변화와 노령화시대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프로그램

과 실천기술을 교수한다. 

￭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간접적 사회복지 실천방법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이론과 방법

을 습득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분야를 이해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전문 

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킨다.

￭ 사회복지법제 (Social Welfare Law)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법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사회복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법제를 중점적으로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 보장론 (Social Security System)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보장제도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지식을 넓힐 필요가 있다. 본 교과는 한국과 선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의 목표, 대상,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재원 조달 방식을 알아보고, 목표에 맞추어 그들의 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 학교사회 사업론 (School Social Work)

아동과 청소년에 있어서 학교생활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그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에 



315

초점을 두고 그 문제들을 심리적, 가정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그들이 문제를 극복하고 최대한

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돕는 사회사업적인 개입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비

행, 학습지진, 정서장애 등의 문제를 갖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에서 사회사업가가 어떤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연구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 의료사회 사업론 (Medical Social Work)

의료 사회사업의 기원과 발달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병원에서의 사회사업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연구하고 

배운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I (Field Practical Training of Social Welfare I)

사회복지학의 실천교육으로 사회복지 실무현장에 학생들을 배치하여 학교에서 학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기획, 전달,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사회복지기관 슈퍼바이저의 지도와 학교 실습담당 교수의 

사전, 사후 지도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수퍼바이

저와 실습담당 교수가 이를 검토하여 학생이 사회복지사로서 자질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적 기업론 (Theories of Social Enterprise)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

리기업의 사이에 존재하는 기업으로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육성정책, 경영의 기법, 

금융, 기업가 정신,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론은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해 보다 폭 넓고 명확히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가족정책론 (Family Policy)

 우리나라 가족정책에 대한 이해와 가족생활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방법들을 공부한다. 

￭ 사회복지시설 운영론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관리 기법과 재무관리, 인력관리와 관련된 기본이론과 법, 제

도, 조직 관리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고찰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시설의 관리를 위한 접근방법을 구체적

인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 사회문제론 (Social Problems)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우고, 어떤 시각으로 현대사회와 다양한 사

회문제를 볼 것이며 어떻게 사회복지가 사회문제예방 및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전반적인 통찰

력을 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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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정론(Assessment in Social Welfare)

현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정을 위하여 다양한 사정도구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 교과목은 사회복지 사

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정도구들에 관한 지식과 활용방법을 종합적이면서도 심

도있게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 사정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II (Field Practical Training of Social Welfare II)

본 과목은 사회복지학 교육이 다른 학문분야의 교육과 차별화 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사회복지현장실습Ⅰ

과 연계되는 과목으로 사회복지학의 응용과학적 측면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과목은 학생이 

원하고 학생에게 적합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학생들을 배치하여 실제로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를 기

획, 전달,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사회복지기관 슈퍼바이저의 지도와 학교 실습교사의 지도를 받

게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복지 기관의 슈퍼바이저와 학교 지도교수가 

이를 검토하여 학생이 사회복지사로서 자질과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Social Work Practice Ethics) 

사회복지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 그리고 윤리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 현장에

서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윤리관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 갈

등상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며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입할 때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 논점에 관해 논의한다. 

￭ 복지법인회계실무 (Practice f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ccounting)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위한 회계의 기본원리, 회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방법, 회계보고 등과 관련된 실

무적인 방법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이다. 특히 사회복지기관의 기본적인 회계흐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

회복지사로서 자질을 확대할 수 있는 과목이다.

￭ 가족생활교육 (Principles of Family Life Education)

가족생활교육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며 가족생활교육에서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에 대해 공부

한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족상담 및 치료 (Family Counsel and Therapy)

가족치료 모델의 이론을 통해 가족과 가족 간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한 순기능적, 역기능적 현상과 원

인을 이해하며 가족 구성원 개인과 가족 간의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상담기법을 응용할 수 있

는 능력을 학습하게 하여 가족원들이 가정 및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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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1 1 0 사회복지개론 3 3 0

상담이론 3 3 0

사회복지마케팅 3 3 0

사회복지전산실무 3 3 0

1-2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3 0

자원봉사론 3 3 0

사회통계학 3 3 0

비영리기관운영관리론 3 3 0

2-1

사회복지행정론 3 3 0

보육학개론 3 3 0

영아발달 3 3 0

놀이지도 3 3 0

사회복지실천론 3 3 0

현장심화과정Ⅰ 2 0 0

2-2

사회복지정책론 3 3 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3 0

보육과정 3 3 0

사회복지조사론 3 3 0

유아발달 3 3 0

현장심화과정Ⅱ 2 0 0

3-1

사례관리 3 3 0

아동건강교육 3 3 0

아동복지론 3 3 0

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3 0

언어지도 3 3 0

노인복지론 3 3 0

3-2

지역사회복지론 3 3 0

사회복지법제 3 3 0

사회보장론 3 3 0

아동미술 3 3 0

정신건강론 3 3 0

사회복지현장실습Ⅰ 3 3 0

4-1 사회적기업론 3 3 0

아.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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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보육교사론 3 3 0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3 3 0

아동음악 3 3 0

실버산업론 3 3 0

영유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3 3 0

4-2

취업전략과 역량강화 1 1 0 영유아교수방법론 3 3 0

사회봉사 2 0 0 복지법인회계실무 3 3 0

보육실습 3 3 0

산업복지론 3 3 0

자. 교과목 개요

￭ 사회복지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에 입문하려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교과로서, 기초개념, 

실천방법, 관련 쟁점 및 과제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기초개념으로 사회복지의 의미, 발달과정, 가치와 이

념 등을 다루며, 실천방법으로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과정, 미시적 방법론, 거시적 방법론 등을 구분하

여 학습하며 각종 보호집단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전문사회사업 실천 등을 다루고 사회의 변동에 

따른 사회복지의 전망과 복지 분야의 과제에 관한 논의를 한다.

￭ 상담이론 (Counseling Psychology)

상담과 관련된 정신분석적 상담이론, 인간중심적 상담이론, 인지행동적 상담이론 등 제 이론을 학습하고, 

상담의 기본방법 및 상담의 진행과 같은 상담자로서 갖추어야 될 기초지식들을 습득하여,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사회복지마케팅 (Social Welfare and Marketing) 

점차 복지산업화 되고 있고, 경쟁의 원리가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마케팅적 개념을 접목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특히 고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현실에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반 이

론과 실무적인 기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복지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고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 사회복지전산실무 (Practice for Social Welfare Computing)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한 기초에서부

터 응용분야까지 심도 있게 학습하는 과목이다, 특히 문서작성을 위한 S/W 활용뿐만 아니라 

Presentation Tool. Spread Sheet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S/W에 대해 실습 중

심의 학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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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인간행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인간의 성장발달에 대한 주요 이론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학습하

며, 인간의 전생애를 통한 성장 및 발달과정을 검토함과 아울러 사회체계론적 관점에서 인간행동과 상호

작용하는 환경에 대해 교수한다.

￭ 자원봉사론 (Voluntary Welfare)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들을 학습하며, 복지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봉사활동의 유형을 

알고 각 봉사영역에 따른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 자원봉사자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실천능력을 배

양함과 아울러 봉사현장에서의 활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수

행 및 평가까지, 그리고 봉사활동의 지도자 및 관리조정자로서 교육, 섭외, 모집,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교수한다.

￭ 사회통계학 (Social Statistics) 

사회복지의 실천현장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업무인 욕구조사와 평가를 위한 자료의 수집, 정

리 요약, 해석, 추정, 가설검정 등과 관련된 통계적인 기법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특히 사회통계학은 사회

복지 조사론의 선수과목이며,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이며, 전문사회복지사에게 요

구되는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교과목이다. 

￭ 비영리기관운영관리 (Operation & Manage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s)

시민사회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시민사회와 사회복지의 연관성에 대해서 파악한다. 그리고 금세기에 늘어

나고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시민 조직 관리의 내용과 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서 통합을 모색해 본다.

￭ 사회복지 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 조직 운영의 효과성, 효율성, 과학성 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회복지(기관)행정의 개념과 특

성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사회복지조직에 미치는 환경 요인들의 영향을 평가한다. 아

울러 사회복지조직 환경과 조직 구조 및 기관의 관리에 관련된 주요 이론과 기술들을 살펴보며 조직의 

핵심기능인 기획과 의사결정, 인사관리, 재무관리, 정보관리, 프로그램관리 및 개발, 기관평가에 관한 지

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실제로 응용해 보도록 한다.

￭ 보육학개론 (Introduction to Childcare) 

보육학 개론은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포함한 여러 교과목 중 보육필수 교과목 중의 하나이자 보육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보육입문서이다. 따라서 보육학 개론은 학습자가 보육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내용을 학습하여 장차 보육전문가로서 올바른 태도와 철학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보육의 개념과 중요성, 보육제도와 정책의 변화과정, 보육교직원

의 역할과 자질, 어린이집과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영유아 보육과정, 어린이집 환경구성과 운영관

리, 보육평가 등의 보육전반에 걸친 내용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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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발달 (Infant Development) 

영아발달은 보육교사를 준비하는 학습자들이 알아야 하는 영아가 발달의 기본 지식을 배우는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영아발달 교과목에서는 영아발달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을 제시하고, 영아발달을 연구하는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소개하며, 태내발달과 영아기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및 정서 등 각 발달영역에

서의 특징을 알아본다. 이를 기초로 보육현장에서 영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놀이지도 (Pal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놀이지도는 영유아의 흥미, 욕구, 자율성을 존중하는 아동중심철학의 실현에 가치를 두는 교과목이다. 영

유아의 생활이며, 학습의 기본 형식인 놀이의 특성을 이해하여 영유아의 놀이가 역동적이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놀이를 계획하고 놀이중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놀이이론

과 발달수준에 따른 영유아 놀이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영유아 흥미 및 욕구에 적절한 놀이

를 계획해 볼 것이다. 또한 영유아의 놀이상황을 관찰 및 기록하며 놀이에 적절히 개입하는 방법, 영유아

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상호작용방법을 알아본다. 

￭ 사회복지 실천론 (Practical Theories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과 개인과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

해 통합적 시각에서 본 사회복지 대상자와의 관계론, 면접론, 개입 과정론, 사회복지 실천대상 별 실천모

델, 사례관리 방법론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복지정책과 계획 및 행정과의 관계를 알고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이론들을 이해한다. 정책형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사

회복지정책의 결과인 복지국가의 복지 수준을 분석하며 또한 사회복지 출현배경과 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내용, 효과가 한국의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모색한다.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Technical Theories of Social Welfare Practice)

사회복지대상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실천이론을 활용한 각종 사회복지제도 

및 프로그램들의 특성을 이해하여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보육과정 (Childcare Curriculum) 

보육과정은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최적의 발달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지원하고 가르칠 것인가

를 알아보는 교과목이다. 나아가 보육현장에서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육교사가 적절하게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보육과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보육과

정의 개념과 이론적 기초, 보육과정의 구성요소, 보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계획수립과 편성 및 운영방안

에 대하여도 알아본다. 보육과정의 실제적인 이해를 모색하기 위해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연령에 따

라 보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국내외 보육과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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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사론 (Social Welfare Research)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기본 이론을 이해하며 서베이, 욕구조사, 실험연구, 단일사례연구

설계, 프로그램 평가 등 중요한 조사내용의 설계방법과 자료수집 기법들을 배운다. 특히 서베이는 실무에

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조사방법이므로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습하며 조사의 계획서 및 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게 교수한다.

￭ 유아발달 (Early Childhood Development) 

유아발달은 보육교사를 준비하는 학습자들이 알아야 하는 유아기 발달 지식을 배우는 교과목으로, 영아

발달 이후 유아기를 초점으로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및 정서발달 등 각 발달영역의 특질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발달 영역별 특징을 소개하며, 유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환경에 대

하여 알아본다.

￭ 사례관리 (Case Mamagement)

사례관리의 역사적 기원과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실제 다양한 실천현장에서의 적용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

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에 진출한 뒤 실용적 수준에서 사례관리서비

스를 응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사례를 통한 사례관리이론 및 기술의 학습을 도모한다.

￭ 아동건강교육 (Health Education for the Child)

아동건강교육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건강유지와 질병관리를 위하여 영유아의 건강교육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예비보육교사는 영유아기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의 결정요소에 대해 이해하고 영유아의 발달단계별 건강증진 방안을 숙지하여 영유

아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또한 예비보육교

사는 영유아의 건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검진 방법을 익히고 영유아기에 발

생하기 쉬운 건강상의 문제를 파악하여 질병 및 감염병 관리 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영유

아의 건강의 이해, 영유아의 발달단계별 건강증진, 영유아의 건강관리, 어린이집 건강교육, 어린이집 질병

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본다.

￭ 아동복지론 (Children Welfare)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실천방법을 학습하고 아동복지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 정책과 제도, 실천대상과 

관련서비스, 실천방법과 기술 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아동의 물리적, 심리적인 환경인 가족의 기능을 주지

시키며, 역기능적인 부모의 역할을 바로잡도록 도와주어 가정과 사회ㆍ국가적인 변화에 대처하며 아동복

지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게 한다.

￭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Welfare Program)

추상적인 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평가 등으로 구성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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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사회복지 문제를 분석하고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개입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한다.

￭ 언어지도 (Language Arts for Young Child)

언어지도는 영유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기초적인 문해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언어발달

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을 익히고 적용할 수 있으며, 영유아의 요구와 흥미에 맞는 수준별 내용과 다양

한 언어활동을 균형있게 개발하고, 영유아의 언어지도를 위해 기관과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에 대

해 모색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언어습득이론과 언어교육접근법, 

영유아의 연령별 언어발달 특성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타 발달영역과의 통합을 통해 영유아가 언어사

용에 대한 자신감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언어교육 내용과 언어교육 교수방법 및 언어활동 평

가에 대해 알아본다.

￭ 노인복지론 (Welfare of the Aged)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틀 속에서 노화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시키고 노화에 따른 개인의 신

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요인의 변화와 노령화시대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프로그램

과 실천기술을 교수한다. 

￭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간접적 사회복지 실천방법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이론과 방법

을 습득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분야를 이해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전문 

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킨다.

￭ 사회복지법제 (Social Welfare Law)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법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사회복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법제를 중점적으로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보장론 (Social Security System)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지식을 넓힐 필요가 있다. 본 교과는 한국과 선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목표, 

대상,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재원 조달 방식을 알아보고, 목표에 맞추어 그들의 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 아동미술 (Art of Children)

아동미술은 다양한 예술영역 가운데 시각미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과 원리를 이해하고, 영유아기 

미술탐색과 표현능력 및 심미감 발달특성에 기초한 미술 교수학습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영유아들을 위한 

미술지도 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이 잇다. 이를 위해 아동미술의 이해, 아동미술 발달특성과 이론, 아동미

술 교육내용, 아동미술 교수방법, 아동미술 활동의 실제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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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Problems)

정신건강론은 정신건강에 관한 기초지식과 영유아를 비롯한 인간발달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도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함에 목적이 있다. 정신건강의 개념과 정신건강에 영

향을 주는 개인 내적ㆍ외적 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간관계에 적응함

으로써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신장애의 주원인이 되는 스트레스의 근원과 그 대처방안을 알

아야 한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I (Field Practical Training of Social Welfare I)

사회복지학의 실천교육으로 사회복지 실무현장에 학생들을 배치하여 학교에서 학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기획, 전달,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사회복지기관 슈퍼바이저의 지도와 학교 실습담당 교수의 

사전, 사후 지도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수퍼바이

저와 실습담당 교수가 이를 검토하여 학생이 사회복지사로서 자질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적기업론 (Theories of Social Enterprise)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사이에 존재하는 기업으로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육성정책, 경영의 기

법, 금융, 기업가 정신,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과목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론은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해 보다 폭 넓고 명확히 이해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보육교사론 (Studies on Childcare Teacher Education) 

보육교사론은 영유아가 심신을 건강하게 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민주시

민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육교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량을 이해하고 역량을 알아보

는 교과목이다. 예비보육교사로서 아동존중 사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보육철학을 확립할 수 있

도록 한다.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태도, 자격을 알아보고 신입보육교사가 되었을 때의 순조로운 

초기 적응을 위해 파악하고 있어야 할 내용을 다룬 후 담당 보육실을 실제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주요 요

소와 특성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보육교사로서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지속적으

로 계발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춘다.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Children Observation and Behavioral Studies)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는 영유아 관찰과 관련한 기초적 지식습득 및 행동의 여러 측면을 실제 상황에서 

관찰하고 이론적 지식을 응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예비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관찰기법을 적용하여 실례를 다

루어본다. 실제로 관찰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를 수업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예비보육교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영유아를 탐색한다. 



324

￭ 아동음악 (Music of Children)

아동음악은 다양한 예술영역 가운데 소리에 의한 예술인 음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과 원리를 이해

하고, 영유아기 음악적 행동과 개념발달의 특성에 기초한 음악교수 학습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영유아 음

악지도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아동음악의 이해, 아동의 음악성 발달, 아동음악교육 내

용, 아동음악교육 교수방법, 아동음악활동의 실제에 대해 알아본다.

￭실버 산업론 (Introduction to Silver Industry) 

실버산업 전반적인 이론과 실천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특히 실버산업의 개념과 출현배

경, 현황, 실버산업 분야, 실천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한편 미래 우리나라의 발전전망 등에 대

해서도 학습한다. 실버산업을 경영학의 관점에서 고령사회에 필요한 실버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미래 복합 산업으로서 실버산업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실천기술의 기초적인 사항을 학습한다. 

￭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Infant and Early Childhood Educare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교과목은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

기 위해 필요한 원리와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교과목이다. 나아가 다양한 영유아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육과정에 기초하여 어린이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념 및 이론적 기초와 개발되

어 있는 국내외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프로그램 설계모형과 개발절차를 토대로 영유아를 대

상으로 각각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평가 및 적용에 대해 살펴보고 보육교사가 

실제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영유아프로그램 개발의 실제에 대해 알아본다.

￭ 영유아교수방법론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Infant and Early Childhood)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의 이론과 방법을 학습하며 보육 및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수학

습모델을 습득하고 언어, 사회, 수학, 과학의 학습활동의 계획과 운영 및 평가를 연습한다

￭ 복지법인회계실무 (Practice f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ccounting)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위한 회계의 기본원리, 회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방법, 회계보고 등과 관련된 실

무적인 방법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이다. 특히 사회복지기관의 기본적인 회계흐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

회복지사로서 자질을 확대할 수 있는 과목이다.

￭ 보육실습 (Practice in Childcare and Education)

보육실습은 향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고 보육교사가 되고자 준비하는 학습자가 어린이집 현장에서 예비

보육교사의 역할을 직접 경험해보는 과정이다. 보육실습은 국가가 발급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

기 위해 필수과정일 뿐만 아니라 양성교육기관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현장에서 실제 적용해보는 핵심

과정으로서 보육교사의 역할을 직접 경험해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교과목에서는 보육

실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자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실행해야 할 유용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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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1 1 0 사회복지개론 3 3 0

　 　 　 　 상담이론 3 3 0

　 　 　 　 사회복지마케팅 3 3 0

1-2

취업전략과  역량강화 1 1 0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3 0

　 　 　 　 자원봉사론 3 3 0

　 　 　 　 비영리기관운영관리론 3 3 0

2-1

　 　 　 　 보육학개론 3 3 0

　 　 　 　 영아발달 3 3 0

　 　 　 　 놀이지도 3 3 0

　 　 　 　 사회복지실천론 3 3 0

　 　 　 　 현장심화과정Ⅰ 2 0 0

2-2

　 　 　 　 사회복지행정론 3 3 0

　 　 　 　 사회복지정책론 3 3 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3 0

　 　 　 　 보육과정 3 3 0

　 　 　 　 사회복지조사론 3 3 0

　 　 　 　 유아발달 3 3 0

　 　 　 　 현장심화과정Ⅱ 2 0 0

3-1

　 　 　 　 사례관리 3 3 0

　 　 　 　 아동건강교육 3 3 0

　 　 　 　 아동복지론 3 3 0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 3 0

　 　 　 　 언어지도 3 3 0

　 　 　 　 노인복지론 3 3 0

습과정의 내용을 탐색한다.

￭ 산업복지론 (Industrial Social Welfare) 

산업의 현장에서의 각종 복지관련 문제들과 이에 대응하는 관련 제도들의 실태와 한계 등을 이해를 통해 

사회복지적 접근의 다양한 방법들을 익힌다. 특히 산업현장에서의 노동문제 본질과 성격, 우리나라 노동

문제의 실태, 국가ㆍ기업ㆍ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산업현장에서의 복지향

상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차.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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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3-2

　 　 　 　 지역사회복지론 3 3 0

　 　 　 　 사회복지법제 3 3 0

　 　 　 　 장애인복지론 3 3 0

　 　 　 　 아동미술 3 3 0

　 　 　 　 정신건강론 3 3 0

　 　 　 　 보육교사론 3 3 0

4-1

　 　 　 　 가족복지론 3 3 0

　 　 　 　 사회복지현장실습1 3 3 0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3 3 0

　 　 　 　 아동음악 3 3 0

　 　 　 　 가족정책론 3 3 0

　 　 　 　
영유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3 3 0

4-2

사회봉사 2 0 0 영유아교수방법론 3 3 0

　 　 　 　 가족생활교육 3 3 0

　 　 　 　 보육실습 3 3 0

　 　 　 　 사회보장론 3 3 0

　 　 　 　 가족상담 및 치료 3 3 0

　 　 　 　 　 　 　 　 　

카. 교과목 개요

￭ 사회복지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에 입문하려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교과로서, 기초개념, 

실천방법, 관련 쟁점 및 과제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기초개념으로 사회복지의 의미, 발달과정, 가치와 이

념 등을 다루며, 실천방법으로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과정, 미시적 방법론, 거시적 방법론 등을 구분하

여 학습하며 각종 보호집단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전문사회사업 실천 등을 다루고 사회의 변동에 

따른 사회복지의 전망과 복지 분야의 과제에 관한 논의를 한다.

￭ 상담이론 (Counseling Psychology)

상담과 관련된 정신분석적 상담이론, 인간중심적 상담이론, 인지 행동적 상담이론 등 제 이론을 학습하

고, 상담의 기본방법 및 상담의 진행과 같은 상담자로서 갖추어야 될 기초지식들을 습득하여, 다양한 문

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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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마케팅 (Social Welfare and Marketing) 

점차 복지산업화 되고 있고, 경쟁의 원리가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마케팅적 개념을 접목하고

자 하는 과목이다. 특히 고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현실에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반 이론과 실무적인 기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복지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고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

고자 한다.

￭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인간행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인간의 성장발달에 대한 주요 이론을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학습하

며,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한 성장 및 발달과정을 검토함과 아울러 사회체계론 적 관점에서 인간행동과 상

호작용하는 환경에 대해 교수한다.

￭ 자원봉사론 (Voluntary Welfare)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들을 학습하며, 복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봉사활동의 유형을 

알고 각 봉사영역에 따른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 자원봉사자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실천능력을 배

양함과 아울러 봉사현장에서의 활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수

행 및 평가까지, 그리고 봉사활동의 지도자 및 관리조정자로서 교육, 섭외, 모집,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교수한다.

￭ 비영리기관운영관리 (Operation & Manage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s)

시민사회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시민사회와 사회복지의 연관성에 대해서 파악한다. 그리고 금세기에 

늘어나고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시민 조직 관리의 내용과 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서 통합을 모색해 

본다.

￭ 보육학개론 (Introduction to Childcare) 

보육학 개론은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포함한 여러 교과목 중 보육필수 교과목 중의 하나이자 보육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보육입문서이다. 따라서 보육학 개론은 학습자가 보육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내용을 학습하여 장차 보육전문가로서 올바른 태도와 철학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보육의 개념과 중요성, 보육제도와 정책의 변화과정, 보육교직원

의 역할과 자질, 어린이집과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영유아 보육과정, 어린이집 환경구성과 운영관

리, 보육평가 등의 보육전반에 걸친 내용을 탐색한다.

￭ 영아발달 (Infant Development) 

영아발달은 보육교사를 준비하는 학습자들이 알아야 하는 영아가 발달의 기본 지식을 배우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영아발달 교과목에서는 영아발달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을 제시하고, 영아발달을 연구하는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소개하며, 태내발달과 영아기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및 정서 등 각 발달영역에서

의 특징을 알아본다. 이를 기초로 보육현장에서 영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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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지도 (Pal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놀이지도는 영유아의 흥미, 욕구, 자율성을 존중하는 아동중심철학의 실현에 가치를 두는 교과목이다. 영

유아의 생활이며, 학습의 기본 형식인 놀이의 특성을 이해하여 영유아의 놀이가 역동적이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놀이를 계획하고 놀이중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놀이이론

과 발달수준에 따른 영유아 놀이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영유아 흥미 및 욕구에 적절한 놀이

를 계획해 볼 것이다. 또한 영유아의 놀이상황을 관찰 및 기록하며 놀이에 적절히 개입하는 방법, 영유아

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상호작용방법을 알아본다. 

￭ 사회복지 실천론 (Practical Theories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지식과 개인과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

해 통합적 시각에서 본 사회복지 대상자와의 관계론, 면접론, 개입 과정론, 사회복지 실천대상 별 실천모

델, 사례관리 방법론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사회복지 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 조직 운영의 효과성, 효율성, 과학성 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회복지(기관)행정의 개념과 특

성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사회복지조직에 미치는 환경 요인들의 영향을 평가한다. 아

울러 사회복지조직 환경과 조직 구조 및 기관의 관리에 관련된 주요 이론과 기술들을 살펴보며 조직의 

핵심기능인 기획과 의사결정, 인사관리, 재무관리, 정보관리, 프로그램관리 및 개발, 기관평가에 관한 지

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실제로 응용해 보도록 한다.

￭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복지정책과 계획 및 행정과의 관계를 알고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이론들을 이해한다. 정책형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사

회복지정책의 결과인 복지국가의 복지 수준을 분석하며 또한 사회복지 출현배경과 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내용, 효과가 한국의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모색한다.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Technical Theories of Social Welfare Practice)

사회복지대상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실천이론을 활용한 각종 사회복지제도 

및 프로그램들의 특성을 이해하여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보육과정 (Childcare Curriculum) 

보육과정은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최적의 발달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지원하고 가르칠 것인가

를 알아보는 교과목이다. 나아가 보육현장에서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육교사가 적절하게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보육과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보육과

정의 개념과 이론적 기초, 보육과정의 구성요소, 보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계획수립과 편성 및 운영방안

에 대하여도 알아본다. 보육과정의 실제적인 이해를 모색하기 위해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연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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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국내외 보육과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 사회복지조사론 (Social Welfare Research)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기본 이론을 이해하며 서베이, 욕구조사, 실험연구, 단일사례연구

설계, 프로그램 평가 등 중요한 조사내용의 설계방법과 자료수집 기법들을 배운다. 특히 서베이는 실무에

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조사방법이므로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습하며 조사의 계획서 및 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게 교수한다.

￭ 유아발달 (Early Childhood Development) 

유아발달은 보육교사를 준비하는 학습자들이 알아야 하는 유아기 발달 지식을 배우는 교과목으로, 영아

발달 이후 유아기를 초점으로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및 정서발달 등 각 발달영역의 특질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발달 영역별 특징을 소개하며, 유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환경에 대

하여 알아본다.

￭ 사례관리 (Case Mamagement)

사례관리의 역사적 기원과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실제 다양한 실천현장에서의 적용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

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에 진출한 뒤 실용적 수준에서 사례관리서비

스를 응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사례를 통한 사례관리이론 및 기술의 학습을 도모한다.

￭ 아동건강교육 (Health Education for the Child)

아동건강교육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건강유지와 질병관리를 위하여 영유아의 건강교육에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예비보육교사는 영유아기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의 결정요소에 대해 이해하고 영유아의 발달단계별 건강증진 방안을 숙지하여 영유

아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또한 예비보육교

사는 영유아의 건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검진 방법을 익히고 영유아기에 발

생하기 쉬운 건강상의 문제를 파악하여 질병 및 감염병 관리 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영유

아의 건강의 이해, 영유아의 발달단계별 건강증진, 영유아의 건강관리, 어린이집 건강교육, 어린이집 질병

관리 및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본다.

￭ 아동복지론 (Children Welfare)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실천방법을 학습하고 아동복지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 정책과 제도, 실천대상과 

관련서비스, 실천방법과 기술 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아동의 물리적, 심리적인 환경인 가족의 기능을 주지

시키며, 역기능적인 부모의 역할을 바로잡도록 도와주어 가정과 사회ㆍ국가적인 변화에 대처하며 아동복

지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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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Welfare Program)

추상적인 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평가 등으로 구성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

므로 사회복지 문제를 분석하고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개입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한다.

￭ 언어지도 (Language Arts for Young Child)

언어지도는 영유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기초적인 문해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언어발달

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을 익히고 적용할 수 있으며, 영유아의 요구와 흥미에 맞는 수준별 내용과 다양

한 언어활동을 균형있게 개발하고, 영유아의 언어지도를 위해 기관과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에 대

해 모색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언어습득이론과 언어교육접근법, 

영유아의 연령별 언어발달 특성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타 발달영역과의 통합을 통해 영유아가 언어사

용에 대한 자신감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언어교육 내용과 언어교육 교수방법 및 언어활동 평

가에 대해 알아본다.

￭ 노인복지론 (Welfare of the Aged)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틀 속에서 노화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시키고 노화에 따른 개인의 신

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요인의 변화와 노령화시대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프로그램

과 실천기술을 교수한다. 

￭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간접적 사회복지 실천방법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이론과 방법

을 습득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복지의 다양한 실천분야를 이해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전문 

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킨다.

￭ 사회복지법제 (Social Welfare Law)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법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사회복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법제를 중점적으로 해석,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복지론 (Welfare of Handicapped Person)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지식과 가치를 습득하고, 우리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강구한다. 장애인 문제의 의미

와 근원 및 존재형태에 대한 이해, 장애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장애인을 돕는 방법 이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발

전대안 탐색 등을 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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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미술 (Art of Children)

아동미술은 다양한 예술영역 가운데 시각미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과 원리를 이해하고, 영유아기 

미술탐색과 표현능력 및 심미감 발달특성에 기초한 미술 교수학습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영유아들을 위한 

미술지도 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이 잇다. 이를 위해 아동미술의 이해, 아동미술 발달특성과 이론, 아동미

술 교육내용, 아동미술 교수방법, 아동미술 활동의 실제를 알아본다.

￭ 정신건강론 (Mental Health Problems)

정신건강론은 정신건강에 관한 기초지식과 영유아를 비롯한 인간발달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이

에 대한 지도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함에 목적이 있다. 정신건강의 개념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

는 개인 내적ㆍ외적 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간관계에 적응함으로써 원

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신장애의 주원인이 되는 스트레스의 근원과 그 대처방안을 알아야 한다. 

￭ 보육교사론 (Studies on Childcare Teacher Education) 

보육교사론은 영유아가 심신을 건강하게 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민주시

민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육교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량을 이해하고 역량을 알아보

는 교과목이다. 예비보육교사로서 아동존중 사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보육철학을 확립할 수 있

도록 한다.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태도, 자격을 알아보고 신입보육교사가 되었을 때의 순조로운 

초기 적응을 위해 파악하고 있어야 할 내용을 다룬 후 담당 보육실을 실제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주요 요

소와 특성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보육교사로서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지속적으

로 계발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춘다.

￭ 가족복지론 (Family Welfare)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모자복지 등 복지의 주요 부분에 대한 실태 및 현황, 문제점 등을 제기

하고 가족복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제안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I (Field Practical Training of Social Welfare I)

사회복지학의 실천교육으로 사회복지 실무현장에 학생들을 배치하여 학교에서 학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기획, 전달,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사회복지기관 슈퍼바이저의 지도와 학교 실습담당 교수의 

사전, 사후 지도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수퍼바이

저와 실습담당 교수가 이를 검토하여 학생이 사회복지사로서 자질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Children Observation and Behavioral Studies)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는 영유아 관찰과 관련한 기초적 지식습득 및 행동의 여러 측면을 실제 상황에서 

관찰하고 이론적 지식을 응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예비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관찰기법을 적용하여 실례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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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본다. 실제로 관찰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를 수업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예비보육교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영유아를 탐색한다. 

￭ 아동음악 (Music of Children)

아동음악은 다양한 예술영역 가운데 소리에 의한 예술인 음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과 원리를 이해

하고, 영유아기 음악적 행동과 개념발달의 특성에 기초한 음악교수 학습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영유아 음

악지도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아동음악의 이해, 아동의 음악성 발달, 아동음악교육 내

용, 아동음악교육 교수방법, 아동음악활동의 실제에 대해 알아본다.

￭ 가족정책론 (Family Policy)

우리나라 가족정책에 대한 이해와 가족생활을 긍적적으로 강화하는 방법들을 공부한다. 

￭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Infant and Early Chilldhood Educare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교과목은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

기 위해 필요한 원리와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교과목이다. 나아가 다양한 영유아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육과정에 기초하여 어린이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념 및 이론적 기초와 개발되

어 있는 국내외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프로그램 설계모형과 개발절차를 토대로 영유아를 대

상으로 각각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평가 및 적용에 대해 살펴보고 보육교사가 

실제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영유아프로그램 개발의 실제에 대해 알아본다.

￭ 영유아교수방법론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Infant and Early Childhood)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의 이론과 방법을 학습하며 보육 및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수학

습모델을 습득하고 언어, 사회, 수학, 과학의 학습활동의 계획과 운영 및 평가를 연습한다.

￭ 가족생활교육 (Principles of Family Life Education)

가족생활교육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며 가족생활교육에서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에 대해 공부

한다.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보육실습 (Practice in Childcare and Education)

보육실습은 향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고 보육교사가 되고자 준비하는 학습자가 어린이집 현장에서 예비

보육교사의 역할을 직접 경험해보는 과정이다. 보육실습은 국가가 발급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

기 위해 필수과정일 뿐만 아니라 양성교육기관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현장에서 실제 적용해보는 핵심

과정으로서 보육교사의 역할을 직접 경험해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교과목에서는 보육

실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자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실행해야 할 유용한 실

습과정의 내용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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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보장론 (Social Security System)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보장제도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지식을 넓힐 필요가 있다. 본 교과는 한국과 선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의 목표, 대상,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재원 조달 방식을 알아보고, 목표에 맞추어 그들의 효과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 가족상담 및 치료 (Family Counsel and Therapy)

가족치료 모델의 이론을 통해 가족과 가족 간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한 순기능적, 역기능적 현상과 원

인을 이해하며 가족 구성원 개인과 가족 간의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상담기법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게 하여 가족원들이 가정 및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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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가. 교육체계도

교육철학
“잘 가르치는 학과, 학생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학과”

“치안철학과 치안교육의 연마를 통해 국가관이 확립된 감성 경찰”

인 재 상

업무능력 및 전문성을 가진 경찰공무원

사명감과 정의감을 가진 경찰공무원

인권 감수성(Personality & Network Quotient)을 가진 경찰공무원

교육목표

전국 경찰행정학과 상위권 위상 확보

전문성을 갖춘 학생 배출

단계별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

취업률 100% 지향, 제적률 0% 지향
취업반 운영과 1인 3 자격증 취득
학년 분과 별 책임 교수제 운영

교육과정

편성방향

교수 중심

학생 전체 대상 교육

이론 중심

결과 중심

학문 중심

창조적 인재

학생 중심

개인별 팀별 교육

사례중심

과정 중심

시험 및 실용학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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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21세기 지식ㆍ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경찰학ㆍ형사학 및 행정학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ㆍ교수

하여 경찰ㆍ검찰ㆍ법원ㆍ교정공무원 등 형사사법계,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사 및 공단에 종사할 

전문적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대학의 학문적 결실을 실무계에 공급하는데 교육목표를 둔다. 

①경찰의 치안철학과 치안정책에 관한 과학적인 법칙과 논리를 규명하는 교육

②경찰학, 행정학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능력 배양

③경찰행정에의 신 혁신기법 도입,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자치교육 강화

④경찰행정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과 과학적인 기술 및 그 응용방법을 탐구하는 교육

⑤경찰행정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범죄분석ㆍ평가를 통한 교통 및 범죄분석전문가 양성

다. 특성

오늘날 복잡해진 산업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현출케 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할 경찰공무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헌법적 권리 보호, 질서유지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 학

과는 다음과 같은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한 전문 경찰 양성

②공무원시험 대비 단계별 학습지원프로그램

③경찰 대학교와 연계교육 실시

④경찰청(서)과 관학협정체결ㆍ현장실습 학점부여 제도

⑤세계화ㆍ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어학 및 컴퓨터 능력배양

⑥유명학원과 연계, 온라인 강좌개설

⑦경찰행정 전용고시 실(상문고시실) 운영 

⑧취업(경비지도사 등)과 연결될 수 있는 실용적 교육

라. 발전방향

경찰행정학과에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 경찰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세계화・지식정보화・
현실화를 추구하는 내용을 교육의 발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①실무ㆍ실용중심의 교재 개발 및 활용

②사이버 강좌 개설을 통한 열린 교육 지향

③수요자 중심의 창의적 교수법 개발

④학과 관련 연구소 활성화

⑤경찰ㆍ행정 관련 정보도서관 설치

⑥졸업생 대상의 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⑦산ㆍ관ㆍ학 협력체 구축 및 공동연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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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지역사회의 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경찰ㆍ복지행정 관련 교육기회 제공

⑨국ㆍ내외 경찰ㆍ행정관련 학과와의 정기적 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

⑩전국 유명 공무원학원과 연계하여 방학 중 위탁교육 및 동영상 강의 제공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경찰공무원(일반 순경, 경찰간부)

②교정직공무원, 

③101경비단

④경호요원

⑤경비지도사

⑥법원직 · 검찰직 공무원 

⑦일반 행정직 법무사

⑧손해사정인 등

취득자격증

 ①경비지도사

 ②각급 경호자격증

 ③특공무술 관련 자격증

 ④공인중개사

 ⑤직업상담사

 ⑥부동산경매사

 ⑦정책분석평가사

 ⑧사회조사 분석사

 ⑨교통사고전문분석가

 ⑩]범죄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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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이수
학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행정학개론1 3 3 0 법학개론 3 3 0

대학생활과 진로설계(교필) 1 1 0 형사법개론1 3 3 0

 경찰학개론1 3 3 0

1-2

민법총칙1 3 3 0 행정학개론2 3 3 0

경찰학개론2 3 3 0 형사법개론2 3 3 0

 취업전략과 역량강화(교필) 1 1 0

2-1

형법총론1 3 3 0 경찰학개론3 3 3 0

민법총칙2 3 3 0

경찰정책론 3 3 0

행정법1 3 3 0

경찰수사론1 3 3 0

현장심화과정Ⅰ 2 0 0

2-2

형법총론2 3 3 0 형밥각론1 3 3 0

형사소송법1 3 3 0

경찰수사론2 3 3 0

경찰조사방법론 3 3 0

행정법2 3 3 0

현장심화과정Ⅱ 2 0 0

3-1

형사소송법2 3 3 0

경찰인사관리론 3 3 0

경찰경무론 3 3 0

형법각론2 3 3 0

행형학 3 3 0

범죄분석론1 3 3 0

3-2

형사소송법3 3 3 0

경찰윤리와 법 3 3 0

범죄분석론2 3 3 0

범죄통계학 3 3 0

경찰현장실습 3 3 0

4-1

사회봉사(교필) 2 0 0 경찰조직관리론 3 3 0

신종범죄론 3 3 0

형사소송법연습 3 3 0

경찰행정사례연구1 3 3 0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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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이수
학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형사법연습1 2 2 0

4-2

형법판례강의 3 3 0

경찰행정사례연구2 3 3 0

경찰인권론 3 3 0

형사법연습2 2 2 0

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실용
교육

1,2,3,4 인권지킴이 동아리 인권 감수성 훈련

1,2,3,4 사회봉사  동아리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지역 사회 봉사 동아리 
운영

1,2,3,4 체력단련  동아리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 단련을 위한 
종목별 동아리 결성, 운영

1,2,3,4 진로  지도 공무원 시험, 취업, 대학원 진학 등 취업에 필요한 
포트폴리오 작성, 진로 상담

사. 비교과교육과정

아. 교과목 개요

￭ 행정학개론 1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1) 

행정학개론에서는 행정학 관련 기초이론의 습득을 위해 조직이론ㆍ인사행정ㆍ재무행정ㆍ정책학 ㆍ도

시행정 ㆍ지방행정 등 행정학의 주요 과목에 관해서 설명한다. 특히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기출문제풀이 형식으로 다룸으로써 타 전공 학생들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법학 입문 단계에서 필요한 기초지식을 학습한다. 법규범과 도덕ㆍ관습 ㆍ종교 등 다른 규범과의 관계, 

법의 효력ㆍ적용 및 해석, 헌법 ㆍ민법ㆍ상법 ㆍ형법 ㆍ민사소송법 ㆍ형사소송법ㆍ노동법 ㆍ국제법 

등 법학의 각 분과에 대한 개요를 교수함으로써 관심과 감정에 친근한 지식으로서 법학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한다.

￭ 형사법개론 1 (Introduction to Criminal law 1) 

경찰공무원 시험의 핵심 분야인 형사법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형법총론 및 각론, 형사소송법의 유기적

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학습목표로 한다. 형사법 각 분야의 전공학습에 관한 선행과

목으로 충실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구조적 학습에 역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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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개론 1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1) 

경찰조직에 관한 이론의 전개를 바탕으로 조직의 운영, 조직목표, 의사결정과정, 리더십, 조직 체계분석과 조직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의 개념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유사분야의 조직에 대한 이론을 습득한다. 

￭ 민법총칙 1 (General Part of Civil Law 1) 

민법의 전편에 공통되는 법원칙을 학습한다. 민법의 의의 및 법원, 기본원리, 민법의 해석 및 효력, 민법

상 권리의 종류 및 권리의 보호,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과 법인,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의 의의 및 그 종

류, 법률행위와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한 권리의 변동, 기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 경찰학개론 2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2) 

경찰학개론1에 이어서 경찰조직에 관한 이론의 전개를 바탕으로 조직의 운영, 조직목표, 의사결정과정, 

리더십, 조직 체계분석과 조직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의 개념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유사

분야의 조직에 대한 이론을 습득한다. 

￭ 행정학개론 2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2) 

행정학개론1에 이어서 행정학 전반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고, 정책분석 능력의 강화를 위해 미래예측기법 

등을 실기한다. 또한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기출문제풀이 형식으로 다룸으로써 

타 전공 학생들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 형사법개론 2 (Introduction to Criminal law 2) 

형사법개론1에 이어서, 형법총론 및 각론, 형사소송법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

을 학습목표로 한다. 형사법 각 분야의 전공학습에 관한 선행과목으로 충실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구

조적 학습에 역점을 둔다.

￭ 형법총론 1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1)

경찰행정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범죄의 일반기초이론과 범죄의 성립과 형벌 및 보안처분의 적용에 관련된 

기본원리를 학습한다. 

￭ 경찰학개론 3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3) 

경찰학개론2에 이어서 경찰조직에 관한 이론의 전개를 바탕으로 조직의 운영, 조직목표, 의사결정과정, 

리더쉽, 조직 체계분석과 조직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의 개념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유사

분야의 조직에 대한 이론을 습득한다. 

￭ 민법총칙 2 (General Part of Civil Law 2) 

민법의 전편에 공통되는 법원칙을 학습한다. 민법의 의의 및 법원, 기본원리, 민법의 해석 및 효력, 민법

상 권리의 종류 및 권리의 보호,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과 법인,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의 의의 및 그 종

류, 법률행위와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한 권리의 변동, 기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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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정책론 (Introduction to Policy Science) 

정책학의 대두배경, 정책연구의 방법ㆍ필요성, 정책가치 등 정책학 분야에 대한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정책의제형성과정 중심의 정책형성, 정책참여자 및 정책결정이론모형 중심의 정책결정, 정책집행자와 정

책저항 중심의 정책집행, 정책평가기준과 과정 중심의 정책평가 등 네 단계의 정책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 행정법 1 (Administrtive Law 1)

실정법으로서의 행정법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법제 및 판례를 분석 정리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행정법의 

기본원리를 규명함으로 써 독자적인 행정법의 체계를 정립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의 개념,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주체, 행정행위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 경찰수사론 1 (Introduction to Investigation of Police 1)

범죄수사의 원리를 비롯하여 수사과정, 현장수사 활동을 학습하고, 강력범, 절도사범, 폭력범, 마약류, 지

능범죄, 풍속사범 등 사범별 수사기법을 학습한다.

￭ 형법총론 2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2) 

형법의 기초법리를 학습한다. 형법의 개념 및 형법의 보호적ㆍ보장적ㆍ사회 보호적 기능, 형사입법과 

형법해석의 지도 원리로서의 죄형법정주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파생원칙들, 형법의 인적ㆍ시간적ㆍ장

소적 적용 범위,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 형법각론 1 (Detailed Theory of Criminal Law 1) 

형법총론의 이해를 전제로 하여 개별적인 범죄 유형과 이에 대한 구체적 형벌에 관한 규정을 학습한다. 

개별범죄의 체계를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 나누

어 학습하되, 형사특별법의 종류 및 내용, 형법과 형사특별법과의 관계도 심도 있게 다룬다.

￭ 형사소송법 1 (Criminal Procedure Law 1) 

현행 형사소송법의 존재 의의 및 그 구조,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 ㆍ주체ㆍ관할ㆍ소송행위 등을 학습

한다. 형사절차를 수사절차, 재판절차, 형 집행 절차로 나누어 설명하고, 진실보장과 인권보장, 강제처분

의 필요성과 인권보장,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증거법과 인권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 경찰수사론 2 (Introduction to Investigation of Police 2)

범죄수사의 원리를 비롯하여 수사과정, 현장 수사 활동을 학습하고, 강력범, 절도사범, 폭력범, 마약류, 

지능범죄, 풍속사범 등 사범별 수사기법을 학습한다.

￭ 경찰조사방법론 (Quantitative Analysis for Police Administration)

본 과목은 실증적ㆍ경험적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에게 조사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방법론

을 소개하는 데 있다. 특히 행정학ㆍ정책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사례에 초점을 두어 이론적으로 혹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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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연구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하나 개념화ㆍ조직화ㆍ기획화 하는 탐색과정에서 필요한 

설계원리와 분석방법을 제시하여 경험적 연구문헌의 해득력은 물론 실제로 경험적 연구의 수행능력을 배

양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 행정법 2 (Administrative Law 2) 

행정법 1의 이해를 전제로 개별행정법의 내용을 학습한다. 재정법, 경제행정법, 지방자치법, 질서행정법, 

공무원관계법, 공용부담법과 토지행정법, 공공시설법 등을 다루되, 경찰법, 경찰작용법, 경찰조직법 등 질

서행정법, 공무원법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공무원의 권리ㆍ의무, 책임 등 공무원관계법을 주요 내

용으로 다룬다.

￭ 형사소송법 2 (Criminal Procedure Law 2) 

현행 형사소송법의 존재 의의 및 그 구조,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 ㆍ주체ㆍ관할ㆍ소송행위 등을 학습

한다. 형사절차를 수사절차, 재판절차, 형 집행 절차로 나누어 설명하고, 진실보장과 인권보장, 강제처분

의 필요성과 인권보장,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증거법과 인권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 경찰인사관리론 (Police Organization ＆ Personnel Management)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경찰조직이론의 전개, 경찰조직의 구조와 운영, 경찰조직의 목표, 의사

결정과정, 리더십, 의사전달, 조직의 효과성 및 체제분석과 조직관리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경찰관

의 채용,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승진전보, 사기, 복무규율 등 경찰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도모한다.

￭ 경찰 경무론 (Police Affairs)

경찰의 모든 조직 업무를 지원하는 경무 업무에 대하여 연구하고 경찰조직의 편제, 임용, 의무, 징계 등

에 관하여 학습한다. 

￭ 형법각론 2 (Detailed Theory of Criminal Law 2) 

형법총론의 이해를 전제로 하여 개별적인 범죄 유형과 이에 대한 구체적 형벌에 관한 규정을 학습한다. 

개별범죄의 체계를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 나누

어 학습하되, 형사특별법의 종류 및 내용, 형법과 형사특별법과의 관계도 심도 있게 다룬다.

￭ 행형학 (Penitentiary Correction Ⅰ) 

교도행정의 의의 및 발달과정, 각국의 교도행정, 한국교정제도의 실상과 변천 등에 관해서 학습한다. 한

국 교도행정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특히 교정시설 내에서의 범죄자 처우와 재사회화에 관한 이론과 실무, 

보호관찰제와 같은 사회 내 처우의 의의와 문제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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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분석론 1 (Analysis on Crime 1) 

범죄 심리의 기초가 되는 심리학적 지식을 배우고 범죄심리 관련 이론을 통해 범죄 관련 전반적인 지식

을 습득한다. 그리고 범죄심리학의 주요 연구대상인 연쇄살인, 연쇄성범죄, 방화 등 강력범죄자의 심리 

관련 내용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을 범죄심리학적으로 교수한다. 또한 응용범죄심리학의 핵심 주제인 프

로파일링과 사이코 패스 등을 학습한다.

￭ 형사소송법 3 (Criminal Procedure Law 3) 

현행 형사소송법의 존재 의의 및 그 구조,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 ㆍ주체ㆍ관할ㆍ소송행위 등을 학습

한다. 형사절차를 수사절차, 재판절차, 형집행 절차로 나누어 설명하고, 진실보장과 인권보장, 강제처분의 

필요성과 인권보장,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증거법과 인권보장 등

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 경찰윤리와 법 (Police Ethics & Law)

직업윤리와 인권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경찰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배양토록 한다. 

￭ 범죄분석론 2 (analysis on Crime 2) 

범죄분석1의 내용을 토대로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쇄살인범의 특성, 국제적 비교 등을 학습한다. 또

한 범죄학 이론을 중심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깨진 유리창 이론 등을 통해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토록 한다. 

￭ 범죄통계학 (Statistics in Criminal Justice)

형사정책 전반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자 범죄학 분야에서 다뤄야 하는 기초 통계지식을 학습한다. 

￭ 경찰현장실습 (Police Work of Police Administration)

경찰공무원 및 각종 공무원 실무의 현장, 또한 취업전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체험, 실습을 

중심으로 교과목이 운영된다. 

￭ 경찰조직 관리론 (Management Theory to Police Organization) 

경찰조직에 대한 체계와 이해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소양이 무엇인가를익히게 

한다. 또한 경찰조직의 내부 특성을 파악하여 부패문제의 해결방법과 직무만족 제고를 위한 해결방안 등

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 신종범죄론 (Seminar in New Crime)

사회현상으로서의 비행과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학습한다. 유럽 범죄학과 미국범죄학의 발달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현대의 범죄학을 조명함으로써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344

￭ 형사소송법연습 (Seminar in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을 토대로 하여 자칫 이론적인 면에 치중되기 쉬운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논의에 

실 무감각을 가미시킴으로써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양 이념이 실제의 형

사소송절차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탐구한다. 

￭ 경찰행정사례연구 1 (Case Study in Police Administration 1) 

경찰 행정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실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 형사법연습 1 (Case Study of Criminal Affair 1) 

형사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한다. 생명ㆍ신체ㆍ자유 및 명예ㆍ신용ㆍ재산에 대한 죄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공공의 안전ㆍ신용ㆍ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의 존립

ㆍ권위ㆍ기능에 대한 죄 등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다.

￭ 형법판례강의 (Case Study in Criminal law)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형법관련 판례들을 모아, Caes Seminar 방식으로 토론수업을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그 판결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다.

￭ 경찰행정사례연구 2 (Case Study in Police Administration 2) 

경찰 행정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실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 경찰 인권론 (Police & Human Rights ) 

경찰 인권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점으로 제시된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문제점이 무엇

이며, 법적인 절차의 정당성과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다룬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

적 근거 하에 법적 개선 문제를 학습한다.

￭ 형사법연습 2 (Case Study of Criminal Affair 2) 

형사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해설한다. 생명ㆍ신체ㆍ자유 및 명예ㆍ신용ㆍ재산에 대한 죄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공공의 안전ㆍ신용ㆍ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의 존립

ㆍ권위ㆍ기능에 대한 죄 등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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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가. 교육체계도

교육철학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경영제 실현”

“제대로 된 Input으로 양질의 Outcome 실현”

인 재 상 인성을 바탕으로 한 명품 글로벌 리더 경영인

교육목표

책임경영제 도입을 통한 명품 글로벌 리더 경영인 양성

실용적ㆍ특성화된 교육 진취적 도전 정신 함양

교육과정

편성방향

실용화 전략

 -실무중심 교육과정
 -창업 및 실전마케팅
 -수요자 중심교육

실용적·특성화
교육과정

특성화 전략

 -인성 및 창의력 교육
 -자기주도형 학습
 -미래창업 교육

글로벌 전략

 -외국어능력 강화
 -국제화 마인드 교육
 -해외연수 프로그램운영

진취적 도전
교육과정

현장심화 전략

-기업체특강 운영
-팀워크 교육프로그램
-업체방문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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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기업의 생존능력을 확보하고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경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리더로서 기업의 경영자가 갖추어

야 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경영현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의 습득으로 

실천적 전문 경영인을 지향하고 있다.

다. 특성

경영학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론과 정책 및 실천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학문적 이론

뿐만 아니라 실무중심의 교과과정을 통해 졸업 후 직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장중심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①현장 실무와 취업중심의 활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기업체 인력수요에 적합한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취업까지 책임지도 책임취업프로그램 운영

④학생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참여하는 교수학습방법 강화

라. 발전방향

￭ 경영학과 비전

교육과 연구에 기초하여 교수와 학생이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아시아 상위권의 경영학과

￭ 경영학과 미션

경영학과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비즈니스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

공하며, 향후 사회의 학문적 분야와 비즈니스 업계를 위해 긍지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인재 배출 

￭ 경영학과 전략목표

- 연구역량 강화
 다양한 전공의 교수의 확보 및 연구 활동을 통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논문 발표 및 게재를 독려하여 
교수의 연구 경쟁력 증진 
- 교육 강화
 글로벌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창조적· 분석적 사고에 기초한 의사결정 능력 ,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하
여 학생들의 경쟁력 제고 
- 사회공헌
 경영학과 이해관계자(졸업생, 비즈니스 업계, 연구기관)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회에 공헌함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 분야

②유통 및 서비스업계: 물류, 호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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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이수
학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경영통계 3 3 0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1 1 0

경영학원론 3 3 0

컴퓨터활용 3 3 0

회계원리 3 3 0

국제사회와 무역 3 3 0

1-2

국제무역개론 3 3 0 취업전략과 역량강화 1 1 0

경영과학 3 3 0

인적자원관리 3 3 0

재무회계 3 3 0

경제학원론 3 3 0

2-1 e-비지니스개론 3 3 0 전공심화과정 I 2 0 0

③금융업: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④공공기관: 한국통신, 한국주택공사 등

⑤전문 직종 및 연구소: 경영컨설턴트 등의 전문 직종

⑥자격고시: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⑦창업: 개인사업 등

⑧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취득자격증

①경영지도사

②품질인증심사원

③기업분석ㆍ시장분석ㆍ여론조사 분석가

④금융자산관리사

⑤전자상거래관리사

⑥유통관리사

⑦공인중개사

⑧감정평가사

⑨손해사정인

⑩세무사

⑪관세사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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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이수
학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국제무역상무 3 3 0

생산운영관리 3 3 0

중급회계 3 3 0

조직행동론 3 3 0

2-2

경영정보시스템 3 3 0 전공심화과정 II 2 0 0

경영조직론 3 3 0

마케팅관리 3 3 0

원가회계 3 3 0

품질경영 3 3 0

3-1

노사관계론 3 3 0

서비스경영 3 3 0

세무회계 3 3 0

재무관리 3 3 0

소비자행동론 3 3 0

3-2

개인세법 3 3 0

경영분석 3 3 0

금융기관경영 3 3 0

벤처창업론 3 3 0

신제품개발 및 관리 3 3 0

서비스마케팅 3 3 0

4-1

경영전략 3 3 0 사회봉사 2 0 0

경영학연습 3 3 0

마케팅전략 3 3 0

법인세법 3 3 0

4-2

경영학연구 3 3 0

경영학특강 3 3 0

국제관계세미나 3 3 0

관리학특강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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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인성
교육
　
　
　

1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새내기 대학생의 대학생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학과에 대한 이해와 진로지도

2 공동체  생활과 적응
나의  대학생활 만족도와 공동체 생활의 적응을 위
한 이해와 양보를 위한 교육

3 학습동아리  활성화
졸업시까지  최소 10개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단
계별 학습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4 나의  미래설계 완성기
졸업 후의  나의 미래에 대한 직업관 및 생활 철학
을 통한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실용
교육
　
　
　

1 컴퓨터활용능력(1,2급)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컴퓨터활용의 실질적인 능력
을 함양하기 위한 라이선스 취득

2 전산회계(1,2급)
일반기업체의  경리업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전
산회계프로그램의 자격증 취득

3 품질경영기사
고품질화,  생산성 형상, 불량품가소, 공정개선 등
의 기업요구형 자격증 취득

4 무역영어(1,2급)
국제적인  세일즈 활동을 위한 기초적인 공인인증
자격증 취득

사. 비교과교육과정

아. 교과목 개요

￭ 경영통계 (Business Statistics)

경영에 관계되는 여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업방침을 정하고 경영관리의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경영

통계 학이다. 통계자료에는 국내ㆍ국외의 경기 동향에 관한 통계를 비롯하여, 산업별생산ㆍ출하ㆍ재고ㆍ

매출량에 관한 통계, 각 회사별 생산ㆍ매출ㆍ경리ㆍ재무ㆍ인력 등에 관한 통계 등 수없이 많다.

￭ 경영학원론 (Principles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전반에 걸친 기초이론의 개요와 현대 기업의 경영원리를 교수한다. 주요 내용은 경영학의 기본 

개념, 경영학의 발전, 기업의 조직의 형성, 경영관리의 기능, 생산, 재무, 인사, 마케팅 등이다.

￭ 컴퓨터 활용 (Practice to PC)

기업에서 사무자동화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는 Word Processor, Presentation Too, Spread Sheet와 관

련된 소프트웨어의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으로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중심으로 PC

활용능력을 배양한다.

￭ 회계원리 (Principles of Accounting)

회계의 기술적 구조를 이루는 것은 부기기술, 즉 복식부기라 할 수 있다. 복식부기는 경제주체, 그 중에

서도 기업의 경제활동을 조직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전달하는 수단이다. 경제현상을 정확하게 기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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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정리하고 그 성과표인 재무제표 작성의 기술과 이론을 교수한다.

￭ 국제사회와 무역 (International Society & Trade)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분석 및 진단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무역구조 및 무역거래대상을 파

악함으로써 국제무역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국제 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재조명하는데 학습의 목적이 있다.

￭ 국제무역개론 (Introduction to Outline)

 경제학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무역거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이론적 배경을 학습함으로써 

국가 간에 이동하는 재화, 용역, 자본의 흐름을 통하여 발현되는 무역이익과 무역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 경영과학 (Management Science)

기업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 방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 인적자원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

조직의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체계

적으로 연구하고 경영 정책적 차원에서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분석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사례를 통하여 

교수한다.

￭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회계보고서를 창출하는 재무회계의 전반적 영역을 체

계적이 고 종합적으로 교수한다. 기업회계기준의 해석과 문제점 등에 대한 비판도 포괄하여 회계현상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 새로운 해석능력을 배양한다.

￭ 경제학원론 (Principles of Economics)

경제학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경제이론 전 분야의 기본이론을 다루게 된다. 그게 미시경제 이론

과 거시경제 이론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미시이론은 소비자 행동이론, 생산자이론, 분배이론 등으로 구성되며, 

거시이론은 국민소득결정이론, 국민경제의 순환이론, 재정정책, 통화정책, 성장이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e-비즈니스개론 (Introduction to E-Business)

인터넷의 상업적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활동의 패러다임도 인터넷 기반으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본 과 목에서는 인터넷의 경영학적 가치와 전략적 적용가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E-Business의 성공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인터넷 중심의 정보기술이 기업의 경영활동과 전략적 성과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강의는 E-비즈니스의 동향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E-비즈니스 아키텍처 구축기술, CRM , 

SCM, ERP 등의 주제를 이론과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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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상무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무역거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무역관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국제무역거래의 방법 및 

절차 등 주요업무와 그와 관련한 매매계약을 주거래 하여 신용장, 해상보험, 선하증권 등에 관한 종속적

인 프로세서를 학습함으로써 무역거래의 전반적인 실천적 학습을 교수한다.

￭ 생산운영관리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기업의 생산 기능을 업무의 목적과 경영 정책에 준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 접근법과 

계량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생산 관리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현실의 과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최적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수한다.

￭ 중급회계 (Intermediate Accounting)

기업 재무회계의 이론적 구조를 이해하고 재무회계의 실제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회계처리지침과 구체적 내용 및 그 이

론적 근거를 교수하여 회계처리실무에 대한 능력을 신장시킨다.

￭ 조직 행동론 (Organizational Behaviors)

조직을 통해서 경영활동이 영위되고 있으므로 경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이론의 기본적 

개념 과 개인ㆍ집단ㆍ조직차원의 행태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의 합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정보시스템 컨설턴트의 협상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강의는 조직 및 개인의 

발전단계, 가치(Value), 개인화, 인지, 학습, 태도, 동기부여, 소집단 행위, 갈등관리, POWER AND 

POLICY, 리더십, 의사소통, 조직문화, 직무스트레스 등의 주제를 다룬다.

￭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기본적인 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식 습득을 바탕으로 하여 재무자료의 체계적 정리ㆍ분석을 통하여 경

영관리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습득하게 한다.

￭ 경영조직론 (Management Organization)

조직의 구조, 환경, 기술, 전략 등 조직의 거시적 측면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과 연구결

과를 학습함으로써 조직유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조직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 마케팅 관리 (Marketing Management) 

무한 경쟁의 기업경영 하에서 마케팅이 지향하는 마케팅 콘셉트의 본질을 이해하고, 마케팅 관리와 전략

의 기초가 되는 마케팅믹스, 마케팅 환경 분석, 소비자 행동 분석, 시장조사, 시장 세분화 등에 대한 기본 

내용과 응용력을 함양한다. 

￭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원가분석을 회계 적 측면에서 탈피하여 종합 경영 관리적 측면에서 고찰하며 실무에의 적응능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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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하여 교과목을 변경하는 것이며 이는 기업실무진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 품질경영 (Quality Management)

산업품질의 전략적 중요성, 조직측면의 문제, 전사적 품질경영, 품질개선프로그램, 품질비용과 경제성 등

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품질문제는 경영관리, 테크놀로지, 통계적 개념을 적절히 활용

해야하는 전사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주력한다.

￭ 노사관계론 (Labor Relations)

평화를 위한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한 전제로서 노사관계 전반 즉 노사관계의 역사적 배경, 기본

성격, 형성요인, 단체교섭, 임금문제, 단체협약 및 쟁의, 노사협력관리, 경영참가, 근로자 복지 등의 제 문

제를 기업적 차원에서 검토, 분석한다.

￭ 서비스경영 (Service Management)

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의 이해와 소비자 만족, 가치 창조, 품질 등에 초점을 맞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 및 이를 위한 서비스시스템의 확립 그리고 서비스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구 및 테크닉 등을 학습한다.

￭ 세무회계 (Tax Accounting)

세무회계란 조세법에 규제되어 있는 과세소득을 기록ㆍ계산ㆍ전달하기 위한 회계영역을 말한다. 이러

한 세무회계는 기업의 회계담당자가 행하는 종합적인 회계업무 중 세무적 측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이 중에서도 법인세의 계산규정을 중심으로 해당 과세소득의 금액과 세액의 계산신고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배우게 된다.

￭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과 관련된 재무 활용을 관리하고 또한 기업 활동 수행에 필요한 투자와 

관련하여 조달자본의 관리 및 운용활용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을 연구하며, 경영 전체적인 입

장에서 재무위험을 과학적 방법으로 제거하여,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접근한다.

￭ 소비자 행동론 (Theory of Consumer Behavior)

소비자 행동론적 분석에서 소비자의 구매형태를 행동과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제품개발전략, Total 마

케팅시스템을 구축하는 모형을 학습한다.

￭ 개인세법 (Individual Tax Law)

소득세법을 이해한 다음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 및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

여 국가가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세법의 적용 및 과세요건을 이해시켜 기업의 경영활동에 따른 이를 세

무회계를 위한 기틀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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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분석 (Analysis of Business)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하는 재무정보나 기업 내외의 여러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 활동의 적부를 심사 하

거나 기업 자본을 평가하는 것. 

￭ 금융기관경영 (Financial Institution Management)

금융기관경영자로서의 주체적 입장에서 알아야 될 근본적인 지식과 금융기관 경영에 필요한 여러 이론 

및 기법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론이나 기법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를 살펴본다. 금융 및 자본시장 그리고 통화 및 비통화 금융기관들을 차례로 논한다.

￭ 벤처 창업론 (Venture Foundation)

기술 및 경제 환경의 변화와 창업기회의 발견을 다루고, 기업가 정신과 창업가적 통찰력을 함양하는 과

목이다. 창업의 실제와 성장관리 및 투자회수에 이르기까지의 경영과제를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돕는다.

￭ 신제품개발 및 관리 (New Product Development & Management)

본 강좌에서는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제품관리에 대하여 다룬다. 신제품 개발에 관한 학제간의 연구를 

시도하여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마케팅, 경영전략, R&D, 개발조직, 생산관리 측면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자 한다. 또한 신제품 개발일반론 뿐만 아니라 산업에 따라 신제품 개발 과정이 어떻게 변형되어야 하는

지 공부하게 된다. 제품관리에서는 브랜드관리, 제품계열관련 제품의 수명주기관리, 브랜드 자산의 관리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게 된다.

￭ 서비스마케팅 (Service Marketing)

서비스마케팅은 영리 및 비영리기관을 막론하고 서비스를 창출하는 조직의 마케팅활동을 의미한다. 경제

의 서비스화가 심화될수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서비스마케팅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는 무형의 제품이라는 측면에서 유형의 제품과는 달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마케팅전략

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과목은 서비스조직이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활동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필

요한 내용들을 기본적인 틀로 하고 이를 기초로 실제 서비스조직이 실행하고 있는 실무적 내용들을 학습

시키는데 강좌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서비스의 본질과 구조, 서비스마케팅의 환경, 서비스

마케팅의 발전과정과 앞으로의 전망, 서비스 구매자의 구매행동 분석, 서비스마케팅 조사, 서비스의 수요

와 공급관리, 서비스의 질과 고객만족관리 등을 중심으로 관련이론과 실제를 병행하여 학습하게 된다. 이

와 같은 교과내용을 통해 각종 서비스조직에서 요구하는 유능한 서비스마케터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경영전략 (Management Strategy)

본 교과목에서는 기업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대두되는 해외시장진입전략(수출, 라이선싱, 해외직접투자 

등)과 세계화(Globalization) 전략 등의 주제를 폭넓게 다룬다. 아울러 글로벌 전략의 수립과 관련하여 글

로벌 기업의 전략적 환경 분석, 전략적 기업분석 및 전략수립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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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연습 (Practice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의 기초이론, 경영학사, 기업형태론, 인사관리론, 행동과학, 경영분석, 재무관리론, 마케팅관리론, 

생산관리론, 국제경영론, 회계학을 통한 기업경영의 지식과 응용능력을 재정립시켜 급변하는 산업풍토에 

적응하는 경영인을 기른다.

￭ 마케팅전략 (Marketing Strategy) 

모든 마케팅 지식을 통합하여 마케팅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알맞은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과목의 성질상 실제사례를 많이 다루게 되며, 마케팅의 여

러 이론과 기법 그리고 개념을 실제상황에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 법인세법 (Corporation Tax Law)

세법의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실무의 적용을 위하여 세법의 기본원리를 교수한다. 세법의 기본원칙, 세법

의 해석과 적용 및 과세요건 등 조세와 관련된 제 법적 개념을 이해시켜 기업경영활동에 관련도가 높은 

소득세법의 내용을 강의한다.

￭ 경영학연구 (Management Study)

경영학의 기초이론, 경영학사, 기업형태론, 인사관리론, 행동과학, 경영분석, 재무관리론, 마케팅관리론, 

생산관리론, 국제경영론, 회계학을 통한 기업경영의 지식과 응용능력을 재정립시켜 급변하는 산업풍토에 

적응하는 경영인을 기른다.

￭ 경영학특강 (Colloquium in Management)

경영학 전 분야에 걸쳐 그동안 습득한 지식 및 이론을 정리ㆍ체계화하고, 실제의 경영사례를 연구하여 

이론과 경영현실을 연계시킨다.

￭ 국제관계 세미나 (International Relations Seminar)

오늘날 국제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연구가 되어야 제대로 된 국제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철저한 이해관계 속에서 국제관계가 형성되는 오늘날의 국가 간의 관

계를 이해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처능력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관리학특강 (Special Lecture & Management)

본 과목에서 학생들은 장래의 경제목표의 설정과 실행 및 그것과 관련된 저축, 투자, 보험의 관리, 자신

의 라이프 사이클을 감안한 장기적 재무계획의 수립방법, 신용을 활용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자산평가에 기초가 되는 현재가치의 계산방법, 재무리스크의 측정방법, 라

이프 사이클에 따른 현금의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에 합당한 저축과 투자를 설계하는 방법, 재무계획의 

실천에 필요한 금융,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를 비롯한 개인의 신용관리방법도 학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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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역개발학과

가. 교육체계도

교육철학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적 인재를 양성하자”

“전문자격 및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하여 전원이 취업하도록 만들자”

인 재 상
전문가로서 실무능력과 창의력을 갖추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교육목표

전반적 이론 및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사례 및 현장위주의 실무능력 

배양을 통한 전문가 양성

실제 사례의 조사 및 분석, 

연구를 통한 창의력 배양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실무능력 배양

교육과정

편성방향

토지개발에서부터 도시재생 

등 관련분야에 대하여 전반적 

지식습득 및 전문능력 배양

계획 및 개발

교육과정

대상지 분석, 토지이용계획, 

단지설계 등 사례의 개발계획 

및 설계를 통한 창의력 제고

토지 및 주택 개발사업, 

부동산 금융 및 투자분석 

전문능력 배양

분석 및 관리

교육과정

관련법규, 계약방식, 부동산 

마케팅 지식 습득을 통한 

부동산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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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도시계획 및 단지설계에서부터 부동산 금융 및 개발에 이르기까지 토지 및 주택개발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실제 사례의 연구와 현장실습 등 실무교육을 통해 토지주택 분야의 전문가양성

을 목표로 한다.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도시 및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기획 및 분석이 가능한 유

능한 전문가로 육성하여, 공기업 및 공무원, 설계회사, 금융기관, 부동산개발회사, 자산관리회사 등 토지 

및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과 국가

의 발전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목표이다.

다. 특성

①토지개발에서부터 도시재생 등 관련분야에 대하여 전반적 지식습득 및 전문능력 배양

②대상지 분석, 토지이용계획, 단지설계 등 사례 조사 분석 및 기획을 통한 창의력 제고

③산학협력을 통한 관련 연구과제 수행 기회 제공 및 실무 수행 프로그램 운영

④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 전문가 초빙을 통한 실무교육 수행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⑤세미나, 학술대회, 설계 작품 전시회, 관련기관 견학, 현장답사 등 다양한 경험 제공

라. 발전방향

①개발대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환경 분석에서부터 개발계획, 설계, 사업성분석에 이르기까지 전문적

인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 양성

②산학협력을 통하여 조사 분석, 개발계획수립 등 연구 과제를 수행을 통해 실무능력을 기르고 또한 관

련기관의 인턴십 등 취업기회 확대

③공공기관, 공기업, 설계회사, 개발회사, 투자회사 및 자산관린회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무

교육 제공

④전공과 관련한 세미나, 학술대회, 작품전시회 참가 및 국내외 현장답사를 통해 다양한 학습기회 부여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공영개발 부문 - 토지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지방공사) 등에서 토지 및 주택 개발관련 업무

②공무수행 부문 -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 직 또는 지적 직 공무원으로 업무 수행

③도시계획 및 설계 부문 - 도시계획엔지니어링 또는 도시건축사무소에서 설계자로서 활동 

④부동산 및 주택개발 부문 - 부동산개발회사 또는 건설회사 주택개발팀에서 부동산개발 업무

⑤부동산 금융 및 투자부문 - 금융기관, 자산운용회사, 투자회사에서 부동산 투자분석 업무

⑥부동산 관리 및 중개부문 - 자산관리회사, 중개회사에서 자산관리 및 중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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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부동산학개론 3 3 도시계획론 3 3

전공영어1 3 3 민법총칙 3 3

건축공간론 3 3

1-2

전공영어2 3 3 부동산물권법 3 3

도시공간론 3 3

부동산공법 3 3

국토 및 지역계획 3 3

2-1

전공통계1 3 3 토지보상 및 감정평가 3 3

CAD 3 3 부동산중개론 3 3

경제학개론 3 3

2-2

전공통계2 3 3

부동산회계 3 3

조사분석실무1 3 3

도시계획관계법규 3 3

컴퓨터그래픽표현기법 3 3

자산관리론 3 3

3-1

조사분석실무2 3 3

부동산컨설팅 3 3

부동산금융 3 3

지적 및 측량학 3 3

도시재생론 3 3

취득자격증

①공인중개사

②도시계획기사

③도시계획기술사

④지적기사

⑤지적기술사

⑥주택관리사

⑦감정평가사

⑧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⑨부동산운용 전문 인력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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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3-2

도시개발론 3 3

부동산마케팅 3 3

부동산정책론 3 3

GIS와 공간분석 3 3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3 3

4-1

프로젝트 스튜디오 3 3

토지이용계획론 3 3

 부동산권리분석론 3 3

부동산개발사례론 3 3

환경심리학 3 3

4-2

도시계획실무 3 3 주택론 3 3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 3 3

공동주택 관리실무 3 3

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인성
교육

1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새내기 대학생의 대학생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학과에 대한 이해와 진로지도

3 취업전략과 역량강화 대학생의 취업전략과 역량강화를 위한 취업지도

사. 비교과교육과정 

아. 교과목 개요 

￭ 부동산학개론 (Introduction to Real Estate)

부동산학에대한전반적인이해를높이는과목으로서, 부동산의개념인식, 토지와건물의개념인식, 부동산학 

방법론에대한이해, 부동산학의각론 분야에대한기초적인지식의배양을목표로하며 부동산학 입문자에게

부동산 상식에대한기초지식을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공영어 1, 2 (English of Major 1, 2)

먼저 비즈니스회화 및 기초적 독해, 작문능력을 배양하여 영어수준을 올리고 토익 및 토플 실력을 상승

시켜 취업 및 해외유학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전공과 관련한 회화 및 작문능력을 습득을 통해 전공 실

무와 관련한 이메일 작성, 해외출장, 해외업체와의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아가 관련 외국계기업 또

는 해외취업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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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론 (Urban Planing)

도시와 도시계획의 개념, 도시문제의 실상과 과제 등 도시계획에 관련된 개념과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도

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통찰과 함께 도시의 얼개를 구상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분야별 각종 계획을 

소개한다. 도시를 계획한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며, 이러한 도시계획의 입안과정과 그 실현

을 위한 수단과 방법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대해 개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 민법총칙 (General Rules of Civil Law)

민법전반에 걸친 총칙으로서 법원,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위시하여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자연인 법인 등의 권리의 주체,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소멸시효 등 민법 전반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법조

문에 대한 해석 및 관련한 다양한 판례를 분석하여 실제 법적 분쟁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키운다.

￭ 건축공간론 (Space of Architecture)

건축공간의 사회적, 과학적, 예술적 측면에서의 개념이 변화되어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건축공간의 구성

과 역할 그리고 현재의 가치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에 대한 이해에서부

터 시작하여 건축공간의 특성 및 공간분석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건축물의 기능적인 요소와 심리

적인 요소 등을 분석 검토하여 인간생활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함과 동시에 주위환경과 조화되

고 건물자체의 조형적인 미를 발휘할 수 있는 형태를 탐구하도록 한다. 

￭ 부동산물권법 (Real Right of Real Estate)

물권의 개념, 성립요건, 효과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면서, 이들 규정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간략 화 된 판례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민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물권에 대하여도 알아본다. 부동산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및 민사집행(특히 부동산 경매 등)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보전처분 및 민사집행에 대하여도 개념 및 절차를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 도시공간론 (Space of Urban)

도시공간은 인간이 대부분의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자 일터이며 소비의 장이며 이러한 도시공간을 이해

하고 우리 생활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공간 및 시설 등 도시의 세부적 구성요소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들을 통

해 도시의 입지와 규모, 기능 공간구조 등 도시공간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본다. 

￭ 부동산공법 (Public Law of Real Estate)

부동산공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부동산이 지니는 사회적 기속성을 바탕으

로 그 소유, 이용, 개발, 보전, 거래 등에 관하여 공법적 제한을 가하는 근거와 기준이 되는 법규의 총체

이다. 부동산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도시화의 진전과 경제의 발전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강화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주요법령 및 관련 법 이론을 숙지하고 행정절차, 행정쟁송, 손실보상 등

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실제 사례들을 검토하여 그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강의의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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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및 지역계획 (Country & Regional Planing)

국토 및 지역·권역계획의 계획체계에 관한 이론 및 하위지역 계획체계에 도움이 되고 공간정돈의 기본방

향과 지침이 되는 근거의 필요성 및 응용성에 관해 강의한다. 이는 국토 내의 각 지역이 갖는 특성과 특

질에 따른 지역발전과 관련된 지역요소 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을 통한 사회, 

경제, 행정 및 교통, 통신 등 제반 국토 및 지역계획내용을 포괄적으로 강의한다.

￭ 전공통계 1, 2 (Statistics of Major)

도시 및 부동산분석을 위한 계량분석능력과 통계적 분석능력의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탐색적 자료 

분석(통계학 기술, 비와 지수, 확률과 확률분포), 평가와 추론(표본과 표본분포, 통계적 추정과 표본설계, 

통계적 가설검증), 예측(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이 있다. 또한 사회 통계적 자료를 설문들을 통해 조사하여 

수집된 수치자료의 기술통계적 분석, 분석과 예측을 위한 단순회귀분석 등 다양한 기초통계학 이론을 익

힌다. 특히 통계학 부분은 통계수학을 주로 다루게 되며 전산처리 과제를 통하여 응용프로그램의 실사용

법을 익히게 된다. 

￭ CAD

CAD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시 및 건축 설계 계획과정과 작업효율 및 결과물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

법을 익힌다. 관련문헌의 검토를 통해 CAD를 이용한 도시설계의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고, 다양한 종류

의 CAD기법을 도시설계의 과정에 도입하여 설계 작업을 수행한다. 아울러 컴퓨터 응용 도시설계의 미래

발전 방향도 탐구한다.

￭ 부동산회계 (Real Estate Accounting)

사업내용을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기준에 의거 기술하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함은 물론 다양한 기업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과정이다. 일반적인 회계 원리와 더

불어 이들 원리를 부동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하는 기법을 다루게 된다.

￭ 부동산중개론 (Real Estate Brokerage)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률적, 경제적, 경영적 이론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중개업관련 법과 제

도, 효과적인 중개활동 및 중개업무 수행방안, 중개회사의 운영 및 관리방안 등을 연구한다. 또한 부동산

경매 및 공매과정을 통한 투자결정방법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경매 및 공매 절차에 대한 법, 제도적 연

구와 시장분석, 권원분석 등을 학습한다.

￭ 경제학개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경제학 입문 과목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 누구를 위하여 생산하고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내용과 

경제가 운용되는 기본적인 법칙과 현상을 소개 한다. 또한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

를 경제 현상에 맞추어 설명한다. 경제학의 기본원리인 경제원칙을 이해하고 경제원칙이 경제전반에 걸

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이론적인 측면보다 현실이해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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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 및 감정평가 (Land Reward & Real Estate Appraisal)

부동산은 그 재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다른 재화의 가격이론과 상이한 고도의 전

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정확한 판단력을 요구한다. 부동산의 경제적ㆍ사회적ㆍ행정적 이용가치를 분석, 

판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기초 원리들을 익히기 위한 과목이다. 지

역분석 및 개별분석을 바탕으로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등 감정평가 3방식과 오늘날 새로이 요구

되는 각종 통계기법을 이용한 평가기법 등을 부동산종류에 따른 물건별로 다룬다.

￭ 조사분석실무 1, 2 (Practice of Survey & Analysis 1, 2)

특정한 분석대상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경제적, 지리적 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

법을 학습하는 것이다. 인터넷, 일간신문, 방송 등과 같은 미디어, 지도, 그리고 관공서 등을 통해 분석대

상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기법을 학습한다. 또한 특정 대상의 조사 분석을 위한 

유효적절한 자료수집, 설문지 작성요령, 질문구성방법, 면접법, 측정과 척도의 설정 등 실질적인 조사방법

과 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습득한다. 

￭ 도시계획 관계법규 (Urban Planing Related Law)

도시계획의 구체적 실현수단으로서의 도시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국토・지역・도시공

간차원의 계획과 관련이 있는 제반 법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각종 개발 사업에 관한 

법규, 국토기본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특정지역의 이용관리에 관

한 법규 등을 학습한다. 또한 이러한 법규의 상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개별법에 따른 각종 지침 및 

실제 계획 및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 컴퓨터그래픽표현기법 (Study of Computer Graphic)

디지털시대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컴퓨터를 활용한 그래픽은 디자인은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

되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컴퓨터 그래픽의 전반적인 기초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창의적인 디

자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수업의 목표로 한다. 스케치업,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그래픽 

프로그램의 활용방법 습득을 통해 실무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자산관리론 (Study of Asset Management)

부동산관리에 대한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부동산관리자로서 필요한 논리적 종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 및 자산관리(asset management)를 주 내용으로 하며, 

필요공간의 계획, 개발부지의 선정, 금융대안의 모색, 일반관리, 보유부동산의 재활용방안,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협상과정 등을 다룬다.

￭ 부동산컨설팅 (Real Estate Consulting)

최근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부동산에 대

한 인식도 소유에서 이용으로 전환되고 있고 부동산업의 전문화, 다양화에 따라 부동산컨설팅 업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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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사업구성의 입안에서부터 개발, 분양에 이르기까지의 내외적 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성을 진단하는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을 다루게 된다. 

￭ 부동산금융 (Real Estate Finance)

부동산 금융 분석의 기초이론과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를 학습한다. 학습내용에는 부동산금융

계산의 기초, 고정금리부 융자, 변동금리부 융자, Partnership, Joint Venture, Syndications, 부동산의 

처분 및 개량결정, 기업부동산금융, 부동산개발금융 등 제반 부동산금융 이슈 등이 포함된다. 

￭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Urban Design & Complex Planing) 

도시계획과 도시설계분야의 시각적 표현방법을 학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도법, 색채훈련, 평면구성, 

입체구성에서 시작하여 주택조사, 주택계획, 주택이 모여 정주지로서의 최소단위인 근린주구의 구성연습 

등을 통해 실무에서 필요한 설계적 기초지식과 함께 기술적 훈련을 하는 한편, 도시를 관찰하고 해석하

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 도시재생론 (Study of Urban Regeneration)

도시재생에 관련된 이론과 실례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과정 속에서 국

내 도시재생의 개념을 정립하고 선진국의 성공사례들로부터 각국 상황의 특수성과 성공요인을 살펴봄으

로써 21C 도시재생의 방향을 이해하도록 한다.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과 도시재생이 등장하기까지의 도시

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양상을 통해 21C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이해하도록 한다. 세

계 각국의 도시재생 관련 정책과 사례들을 부문별 테마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이론적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개발론 (Study of Urban Development)

도시개발을 신개발과 재개발로 크게 구분하고 그 법적 체계에 대한 구조를 우선 이해하도록 한다. 이후 

국내의 도시개발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그 경험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확인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최근 해외 도시개발의 경향을 확인해 나가도록 한다. 이상을 통하여 현재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시개발관련 개발방식, 개발

수법, 개발계획 등 개발실무와 관련한 지식을 습득한다.

￭ 부동산마케팅 (Real Estate Marketing)

부동산 마케팅과 중개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그 기초를 제공한다. 이 과목의 

목적은 학생들이 부동산분야에 있어서 마케팅과 중개의 기초개념들과 실무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이다. 학생들은 소비자행동, 세분화, 제품개발과 관리, 촉진관리, 가격관리, 판매관리 등에 대해 학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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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책론 (Study of Real Estate Policy)

정책학의 기본논리를 토지문제에 접목시켜 기본적 이론을 강의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토지관, 토지소

유 및 이용관계의 문제, 지가상승의 문제, 토지투기문제, 기업소유토지의 문제와 해결책 등을 다룬다. 주

요 내용은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수단과 그 효과,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률과 규제, 각국의 부

동산정책 비교, 조세제도 고찰 등이다.

￭ GIS와 공간분석 (GIS & Space Analysis)

정보화 사회에서 GIS는 도시 및 지역의 계획과 관리에 그 활용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 우선 

GIS를 형성하는 주요개념과 원리, 기능들을 이해한다. 그리고 GIS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와 공간자료를 

수집, 처리, 변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시계획의 문제와 관련정보를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문

제를 분석, 해결하는 전 과정을 실습한다.

￭ 프로젝트 스튜디오(Project Studio)

부동산 및 도시 분야의 이론을 근거로 시사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창의적으로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과

목으로 작품 및 논문 발표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다. 

￭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 (Policy of Urban & Regional Development)

지방정부정책의 지역적 효과를 분석하는 기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강의의 내용은 정책문제, 정책과정, 지

역정책 등에 관한 일반론과 미래예측기법, 비용편익분석, 의사결정방법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법으로 구

성된다. 수강자들은 이러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정책사례 혹은 사례지역에 접근하도록 권유한다.

￭ 토지이용계획론 (Planing of Land Use)

우리나라와 같이 협소한 토지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수적이며, 따라

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정책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지이용 계획론에

서는 토지의 합리적인 계획과 이용방안, 토지이용이 도시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환경의 변화와 

토지이용 등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기법들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 부동산권리분석론 (Right Analysis of Real Estate)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등 물권 및 채권 등 각종 권리를 이해하고 특정 부동산이 가지는 

다양한 권리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인식하여 부동산 권리분석 능력을 기른다. 부동산 경・공매사례 등 

권리관계를 실제로 조사, 확인, 판단하여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잘못된 분석을 통한 피해 및 사고

유형을 알아본다.

￭ 부동산개발사례론 (Case Study of Real Estate Development)

부동산의 개발과 관련한 법제 및 개발절차상의 기술적 방법론(각종 영향평가)과 개발방식별(토지구획정

리, 공영개발, 신탁개발, 차지개발, 등가교환, 증권화), 입지별 사업성분석 방법론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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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심리학 (Environmental Psychology)

인간의 행동과 환경의 상호 작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환경에 포함된 여러 요인이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한다. 환경에 포함된 여러 요인이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하여 이를 통해 인간에게 효율적인 도시 및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을 기른다.

￭ 도시계획실무 (Practice of Urban Paning)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인구증가와 급격한 도시화율의 증가로 파생되는 교통, 주택, 

사회복지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며 새로운 도

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간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개발계획

을 수립하도록 본 과목에서는 여러 가지 기법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학

생들의 현장경험과 이론적용을 익히도록 한다. 

￭ 주택론 (Study of Housing)

인구와 세대수의 증가와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야기된 도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목이다. 주택 및 주택문제의 속성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건축적, 주택 행정

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물적 방법에서 오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주택의 수요와 공급, 

주택시장, 주택금융, 임대주택제도, 노인주택, 각 국의 주택정책 등에 대해 다룬다. 

￭ 지적 및 측량학 (Cadastre and Surveying)

토지행정의 기본인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소유권보호를 위해 지적학의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지적제도의 

발달, 지적과 관련된 법령, 토지의 등록과 관리의 제반 절차, 그리고 외국제도와의 비교 등이 학습의 주

요 내용이다.

￭ 공동주택 관리실무 (Practice of Housing Management)

주택보급률 100%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주택분야도 건설에서 관리의 중요성으로 관심이 변화되고 있

다. 특히 8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한 고층아파트의 유지관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주책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택의 설계, 건축, 하자, 유지관리, 장기 수선계획수

립 및 시행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재고주택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주택관리의 이론적 접근과 실

무의 각 분야를 강의한다.



365

호텔관광학과

가. 교육체계도

교육철학
“따뜻한 마음으로 가르쳐 능력 있는 전문인을 만들자”

“환상적인 일터에서 학생들의 꿈을 펼치도록 교육하자”

인 재 상
“인성을 교육의 핵심가치 두고 국가와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창조적 및 서비스지향적인 인재”

교육목표

관광산업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

우수한 서비스정신을 갖게 하는 교육 국제화에 선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교육과정

편성방향

창의적인 서비스기업 
경영 능력. 서비스를 최고의 

가치로 인식 능력.

창의적, 고품질 서비스 

지향적 교육과정

미래지향적인 경영 실천 능력.

미래 서비스의 변화 선도하는 

경영능력.

글로벌 서비스기업 경영, 

외국어 능력 향상
글로벌 교육과정

외래 관광객의 욕구 충족 능력.

세계 관광의 트렌드 변화에 

적응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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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호텔관광학과는 호텔관광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호텔관광산업의 발전

을 주도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화, 실무능력 함양 및 국제화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하여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호텔관광산업에 실용적 학문탐구를 통한 미래의 

전문경영자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실시와 풍부한 현장경험을 습득하여 숙련된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다. 특성

 호텔관광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5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자 한다. 

 ①현장실무중심교육 강화 

 ②창의력 있는 전문인 육성 

 ③관광리더 배출 

 ④다양한 자격증 취득 

 ⑤국비 지원 해외 연수 및 취업 강화

 ⑥외국어를 강화하여 해외 현장실습 및 인턴 제도를 실시

라. 발전방향

호텔관광학과는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토대로 현장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인턴십 제도를 실시하여 현장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①서비스산업에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습득, 현장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 및 인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②외국의 다양한 서비스기업과 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갖게 하여 국제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

하게 하고자 한다. 

③국내외의 유능한 최고경영자 및 교수들을 초빙하여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장의 전문적인 

정보를 습득하게 한다. 

④다양한 전공동아리를 지원하여 전공분야 창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학과의 자원을 총 동원한다. 

⑤우수한 호텔관광 전문 인력을 지역 사회가 필요시에 적극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⑥해외 유명 관광관련 대학과 학점교류 및 복수학위 취득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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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관광학원론 3 3 0  관광기초일어 3 3 0

 호텔경영론 3 3 0  관광영어회화Ⅰ 2 1 2

1-2

 관광사업론 3 3 0

 관광커뮤니케이션 3 3 0

 관광영어회화Ⅱ 2 1 2

 관광일어회화Ⅰ 2 1 2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호텔산업: 서비스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내외 특급호텔(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호텔리어로서 

취업이 가능하다. 

②여행사산업: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 여행사에서 관광안내업무, 발권업무, 여행기획업무와 창업이 가능한 

산업이다.

③외식산업: 국내외 외식산업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창의적인 상품으로 외식산업에 창업을 하여 자신의 

기업을 최고경영자가 될 수 있다.

④카지노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카지노산업에 마케팅부서, 영업부서, 관리부서에서 취업이 가능하

다. 

⑤크루즈산업: 해양여가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크루즈산업에서 영업부서, 마케팅,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⑥국제회의산업: 국제회의 기획업무, 영업업무, 마케팅업무, 관리업무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⑦리조트산업: 리조트기업 및 골프장 등에서 영업업무, 마케팅, 관리업무 등의 부서에 취업이 가능하다.

⑧한국관광공사 및 국립공원 관리공단: 한국의 관광산업에 대한 정보 및 정책 방향을 제공하는 한국관광

공사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무직 및 국립공원 관리부서에 취업이 가능하다. 

취득자격증

①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자격증 취득

②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취득

③컨벤션기획사 자격증 취득

④조주사 자격증 취득

⑤바리스타 및 소믈리에 등의 자격증 취득

⑥의료관광 관련 자격증

⑦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

바. 교육과정표



368

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2-1

 여행사경영실무론 3 3 0  문화관광론 3 3 0

 관광개발론 3 3 0

 관광마케팅론 3 3 0

 관광인력관리론 3 3 0

 관광영어회화Ⅲ 3 2 2

2-2

 관광자원론 3 3 0  항공정보시스템 3 3 0

 관광상품론 3 3 0

 호텔객실실무 3 3 0

 의료관광론 3 3 0

 식음료경영론 3 3 0

 관광영어 3 3 0

3-1

 호텔관광서비스론 3 3 0  호텔주장관리론 3 3 0

 관광법규 3 3 0

 항공운송산업론 3 3 0

 관광조사방법론 3 3 0

 컨벤션영어 3 3 0

3-2

 호텔정보시스템 3 3 0

 관광이벤트실무 3 3 0

 관광지분석 및 자원답사 3 3 0

 외식경영론 3 3 0

 컨벤션영어 3 3 0

4-1

 컨벤션실무 3 3 0

 관광경제학 3 3 0

 리조트개발론 3 3 0

 관광외국어커뮤니케이션 3 3 0

 산업체현장실습 3 0 0

4-2

 관광지역경제연구 3 3 0

 관광기업회계 3 3 0

 카지노실무 3 3 0

 제과제빵실무 3 3 0



369

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실용
교육

1,2,3,4 OPIc 특강 영어말기 자격시험 대비반

1.2,3,4 관광통역안내프로그램  
관광통역안내 자격증 준비 및 취업 준비를 위해 영
어 자체 프로그램 운영 

1,2
남해사우스케이프오너스
클럽  MOU체결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협장 업무 실시

사. 비교과교육과정 

아. 교과목 개요

￭ 관광학원론 (Introduction to Tourism Theory) 

관광에 대한 본질 및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관광의 기본적 성격과 역사 이해, 관광의 심리이론, 

경제, 사회문화, 환경측면에서의 관광영향, 관광기구 및 산업, 관광마케팅, 한국관광의 현황과 국제 관광

에 대하여 학습한다.

￭ 호텔경영론 (Hotel Management Theory)

호텔경영의 체계적인 이해와 국제호텔 산업 추세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호텔경영의 

기초이해, 생성발전과 현재추세와 호텔의 조직 및 경영전반의 이론 등을 세분화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 

호텔과 외국의 호텔경영의 장단점을 비교 연구하도록 한다.

￭ 여행사 경영론 (Travel Agency Management Theory)

여행사의 과학적인 경영이론을 습득하고 패키지상품의 개발과 마케팅 및 여행실무연구를 통하여 여행업

무 수행과 합리적 경영에 대한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학습한다. 본 교과목은 여행사 업무에 대한 전

체적인 이론을 학습하여, 교직 기본 이수 교과목이다.

￭ 관광자원론( Tourism Resources Theory)

관광자원의 현황과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국토공간상의 관광지의 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권역의 설정문제, 자원의 매력성과 개발 잠재력의 평가와 바람직한 관광자

원의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 호텔관광서비스론 (Hotel&Tourism Service Management Theory)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새로운 경영전략과 서비스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의 대응전략을 

학습한다. 서비스산업 즉, 항공, 호텔, 외식업체, 여행사, 테마 파크, 백화점 등에 걸쳐서 경영적 측면을 

연구한다.



370

￭ 관광기초일어 (Tourism Basic Japanese)

일본어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학습하여 관광에 관련된 기초적 전문 용어를 습득하고, 일본 관광객에게 

간단한 안내서비스와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관광사업론 (Theory of Tourism Business Theory)

현재 관광기업은 매우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맞게 되었다. 관광 사업론은 관광사업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민

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기업단위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민간부문의 관

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관광교통업, 외식사업, 카지노사업, 국제회의사업, 관광 쇼핑업, 관광농

업 및 관광 이벤트업 등과 공공부문에서는 관공행정 및 규제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 관광영어회화Ⅰ(Tourism English Conversation Ⅰ)

관광분야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회화를 습득하고 기본적인 문법, 문형 등을 익혀 관광객에게 간단한 영어를 실제적

으로 사용하여 관광객이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로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 관광영어회화Ⅱ (Tourism English ConversationⅡ)

외국인 관광객의 요구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창한 영어능력을 배양하고, 관광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관광지에 대한 영어권 외국인이 관광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회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학습한다. 

￭ 관광일어회화 Ⅰ (Tourism Japanese Conversation Ⅰ)

관광분야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회화를 습득하고 기본적인 일본어 문법, 문형 등을 익혀 관광객에게 간단

한 일본어를 실제적으로 사용하여 관광객이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 관광커뮤니케이션 (Tourism Communication)

 관광기업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고객과의 대화할 때 예의바른 대화와 품격 높은 언어기법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사소통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 관광문화론 (Tourism and Culture Theory)

관광은 생활문화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관광을 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관광객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

이게 된다. 이런 관광형태를 분류하고 유형화하여 각 형태별로 가질 수 있는 관광의 의미를 바탕으로 관

광의 본질을 이해한다.

￭ 관광개발 (Tourism Development)

관광개발에 앞서 그 이론적 기초가 되는 여러 단계들을 하나의 시스템 형태로 파악하여 올바른 개발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관광지 조성에 관련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기존 관광지의 재개발 및 종합적인 관

광단지 조성 및 개발에 따른 이론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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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마케팅론 (Tourism Marketing Theory)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 상품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추구하는 편익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상품

의 개발, 가격의 결정, 판매경로의 선정 등 관광 상품의 특성을 적용시킨 서비스 측면의 새로운 마케팅 개

념을 학습한다.

￭ 관광인력관리론 (Personnel Management of Tourism Industry Theory)

관광기업의 주요 자원인 인적 자원의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을 통합하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하

는 학문분야이며, 기능적 접근으로서 인력의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방출과 관리적 접근으로서 계획, 실

천, 통제와 직무관리의 이론과 실천을 이해하여 전략적 인사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 관광영어회화Ⅲ (Tour Conversation EnglishⅢ)

관광안내 및 실무에 필요한 영어를 숙달하도록 직접 연습함과 동시에 관광통역안내원 국가 자격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설된 영어회화 교과목으로 외래 관광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과정으로 Listening

과 Speaking에 중점을 두고 강의한다.

￭ 관광영어 (Tourism English)

관광에 관한 기초적 전문 영어 용어 및 관광지에 관해 영어로 소개하고, 관광통역안내원(영어) 자격증 시

험을 대비한 영어로 소개된 관광지 학습과 국제관광요원으로서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영어를 학습한다.

￭ 항공사정보시스템 (Airline Information System)

항공사의 항공예약 과정 및 서비스 제공, 탑승수속의 준비 및 과정, 공항 내 출ㆍ입국수속 과정 및 기내 

서비스의 내용, 기내에서 주의사항들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적응 능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

록 한다.

￭ 관광상품론 (Tourism Goods & Products Theory)

일반적인 관광 상품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관광 상품을 이해하고 관광 상품의 분류 방법, 상품

화, 패키지 활동을 통해 판촉요원이 판촉활동에 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촉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

객과 기업의 이익극대화에 대하여 연구한다.

￭ 의료관광론 (Medical Tourism Theory)

의료 및 치료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병원안내 및 병원업무에 도움을 제공하고, 

관광을 희망하는 관광객에게 체류 및 안내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학습하여 의료관광객의 만족감을 제

공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식당경영론 (Hotel Catering Management Theory)

호텔의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음료 메뉴에 대한 지식 습득과 각종 기물관리 및 테이블셋팅에 관한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무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식당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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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객실실무 (Hotel Front Practice)

호텔 객실의 형태ㆍ객실관리ㆍ예약시스템, 프론트의 기능ㆍ현관관리자의 업무 등과 객실판촉 및 운영

절차 등 객실관리의 전반을 학습하여 호텔경영의 중심영업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객실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관광법규 (Tourism Law)

관광을 규율하고 있는 관광 기본법, 관광 진흥법, 한국 관광공사법 등과 그 부속법규를 이해하여 관광 업

무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관광인 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목이다. 또한 관광법규는 

관광행정 조직, 관광사업의 종류와 등록, 관광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관광의 진흥과 홍보, 관광지의 개발, 

관광종사원에 관해 학습한다.

￭ 항공운송 산업론 (Airline Transportation Industry Theory)

 항공운송산업의 발달로 인해 국제항공 질서, 협약 및 국제항공기구, 경영환경, 항공사의 운송업무, 상품 시

장과 고객, 수요예측, 항공화물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항공운송산업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도모한다.

￭ 관광조사방법론 (Tourism Research Methodology Theory)

관광경영학의 이론구축을 위한 과학적 연구방법을 이해시킴으로써 논문 작성에 필수적인 이론구축능력을 배양한다. 

따라서 이론의 모형화, 가설설정, 자료의 수집 및 다양한 다변량 분석 방법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호텔주장관리론 (Hotel Bar & Cocktail Management Theory)

바(Bar)에서 제공하는 각종 알코올 성분의 주류와 비 알코올 성분의 음료 관리뿐만 아니라 바(Bar)의 관

리에 관한 업무 및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칵테일 제조법, 와인과 관련된 실습을 하여 이론과 실

무를 완벽하게 익혀서 유능한 주장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컨벤션영어 (Convention English)

국제회의에 필요한 영어를 학습하는 것으로 국제회의 영문 작성 기법과 회의 진행에 관련 된 영어를 학

습하고자 한다. 또한 컨벤션기획사 자격증 시험에 대비한 전문지식을 학습하는 영어를 한다. 

￭ 관광지분석 및 자원답사 (Tourism Destination Analysis and Resource Research)

관광지의 위치 및 면적, 관광자원요소별 분석, 천연적 자원요소, 인공적 자원 요소, 문화적 자원요소, 시

설접근성 요소 및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전문지식을 학습하여 관광 상품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관광이벤트실무 (Tourism Event Practice)

각종 이벤트 관광추세에 부응하고, 이벤트 및 축제 관광 상품화 현상에 발맞추어 관광이벤트에 대한 중

요성 및 기초이해를 도모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현실적용을 강조하고, 직접 답

사를 통해 현장감을 신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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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영어 (Hotel English)

호텔의 객실부문ㆍ식음료부문⋅각종 부대 영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영어로써 기본적인 호텔

영어와 고객의 불평불만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영어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강의한다.

￭ 호텔정보시스템 (Hotel Information System)

호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호텔 전산 프

로그램관리이다. 호텔 객실예약, 프론트 업무, 전산 업무, 객실관리 및 영업회계 관련 업무를 직접 실무를 

통해 익혀 현장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 외식경영론 (Foodservice Management Theory)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개요, 역사, 현황 등 외식산업의 특징 및 분류와 기본적인 외식산업의 접객 업무, 

창업, 경영, 메뉴관리, 원가관리에 대한 이론적 체계와 실무중심의 교수하여 유능한 외식산업 전문가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관광경제학 (Tourism Economics)

관광에 경제이론의 전 분야를 소개함으로써 관광의 경제적 효과 및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확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실제 관광경제 문제의 이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산업체 현장실습 (Industry Intern-ship)

관광과 관련된 기초 및 심화교과목을 이수한 후 이론과 실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광 

산업체에서 직접 현장실습을 함으로써 현실과의 차이를 극복하고 현장 적응력을 함양한다.

￭ 컨벤션실무 (Convention Practice)

호텔경영에서 컨벤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최근의 컨벤션 현황 및 추세를 파악하며, 성공적인 컨벤션 개

최를 위한 기획, 실행, 평가 등의 과정을 이해하고, 각 과정별 세부적인 구성요소들의 기능과 역할, 상호

연관관계를 익힌다.

￭ 리조트개발론 (Resort Development Theory )

리조트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리조트개발에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리조트에 대한 풍부한 지식습득을 하여 리조트 개발에 필요한 문제점, 개선 방안, 리조트에 

대한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학습한다.

￭ 관광외국어커뮤니케이션 (Tourism Foreign Communication)

관광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영어로 작성하는 각종 문서,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경

력 작성 등 다양한 문서작성과 영어로 설명하는 설명력에 대하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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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기업회계 (Accounting of Tourism Business)

관광기업 회계의 기초과목으로 경영 분석을 통하여 호텔의 재무구조 및 경영의 합리화 방안을 파악하고 

부분별 영업장 관리회계의 기초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도한다.

￭ 제과제빵실무 (Bakery Practice)

호텔의 베이커리에서 판매하는 제과제빵에 대한 실습을 통해 호텔 양식의 주된 메뉴 중에 하나인 제과제

빵에 대한 조리법을 익혀 베이커리 숍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게하고, 창업활동이 가능

하도록 학습한다. 

￭ 관광지역경제연구 (Tourism Destination Economics Study)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및 승수효과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또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 카지노실무 (Casino Practice)

카지노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며, 지역 및 국가 경제, 고용창출의 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카지노경영에 대한 긍정적인 경영철학 형성하도록 하고, 또한 카지노기

업의 마케팅 전략 및 게임 운영 방식 등에 대해 학습한다. 

￭ 전공심화과정Ⅰ (Major Deepening Course Ⅰ)

전공 관련 산업에서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고 계약된 시간 범위 내에서 전공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

도록 하는 교과목이다. 전공 관련 산업에서 현장실습 이전에 먼저 한정된 시간에 경험과 자신의 적성 등

을 확인하고,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여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교과목이다

￭ 전공심화과정Ⅱ (Major Deepening Course Ⅱ)

현장실습 혹은 인턴십 이전에 전공 관련 다양한 산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경험 및 자신의 적성, 혹은 미래 

비전의 여부를 현장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목이다. 학점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학점

이 이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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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일어학과

가. 교육체계도

교육철학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일본 전문 관광 요원 양성’

교육목표

일본의 언어, 문학, 역사, 문화 등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습득

일본어의 정확한 구사와 일본어 전문 
관광요원 양성

일본어와 관광지식의 융합

교육과정

편성방향

일본어 회화, 작문 및 강독 
능력을 배양 육성시켜 전문
인으로서의 기본토대 마련

창의ㆍ전문적
교육과정

일본어와 관광분야 지식의 
융합을 통해 관광전문인 육
성

원어민을 활용한 수업. 국내 
및 해외 인턴십, 교환학생

글로벌 교육과정
자매대학과 학점교류 및 
복수학위추진, 인턴십 파견

인 재 상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광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일본어 전문 관광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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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일본의 언어, 문학, 역사, 문화 등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습득을 통하여 일본어를 정확하게 구사하고, 

관광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어서 관광산업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본어 전문 관광요원 양성을 목

표로 한다. 

①실용적인 교육과정의 적극도입

②일본어와 관광분야 지식의 융합교육

③교환학생, 해외 인턴십, 장단기 어학연수 등 충실한 일본현지교육

다. 특성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한 나라로 인적, 물적 교류가 빈번하여 일본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

면 취업문은 항상 밝게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전공은 관념적인 이론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실무능력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에 일본어 의사소통 및 구사능력 개발을 도모하는데 적

합한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교육기자재를 적극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을 강조한다.

①일본어의 기본원리와 구조를 습득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회화, 작문 및 강독 능력을 배양, 육성시켜 전

문인으로서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다.

②정규교과과정 이외 자매결연 대학과 연구 및 학생교류를 활성화하여 일본어 및 일본문화에 정통한 전

문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 

③일본어와 관광분야 지식의 융합을 통하여 일본어 전문 관광요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한다.

④통역사ㆍ번역사 등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에 대비하여 실습과 회화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라. 발전방향

 관광일어학과는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이런 목표실현을 위해원어민과 

함께하는 수업, 해외유학 프로그램, 인턴십, 관광이론 및 실무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①자매대학과 학점교류 및 복수학위 추진

②국내 인턴십, 해외 인턴십, 3+1제 운영

③일본어와 관광분야 지식의 융합을 통해 관광전문인 육성

④학과 필독서를 선정하여 독서교육 강화

⑤취업전담 교수제 운영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면세점, 호텔, 항공사 등 국내 및 일본의 관광산업관련업체

 ②무역회사 및 일본인회사, 관광안내원 및 통ㆍ번역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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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교 직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과 목 명 학점 강의 과 목 명 학점 강의

1-1

대학생활과 진로  
설계

1 1 관광기초일어 3 3

일본문화Ⅰ 3 3

일본어이해Ⅰ 3 3

일본어회화Ⅰ 3 3

생활일본어Ⅰ 3 3

1-2

취업전략과 역량 
강화

1 1 관광기업과경영 3 3

일본문화Ⅱ 3 3

일본어이해Ⅱ 3 3

일본어회화Ⅱ 3 3

생활일본어Ⅱ 3 3

2-1

관광학원론 2 2 교육학개론 2 2

일본어작문Ⅰ 3 3 교육심리 2 2

일본어강독Ⅰ 3 3

일본어독해Ⅰ 3 3

일본어문법Ⅰ 3 3

생활일본어회화Ⅰ 2

2-2

일본어작문Ⅱ 3 3
교육과정 및 교
육평가

2 2

일본어강독Ⅱ 3 3 교육사회 2 2

일본어독해Ⅱ 3 3

 ③대학원 진학, 일본유학, 국립박물관, 한국관광공사 등 

 ④정부기관 및 공기업, 중ㆍ고교 교사

취득자격증

①일본어 전문자격증(JLPT, NIKKEN, NPT, JPT)

②국내여행안내원

③관광통역안내원

④번역사

⑤관광숙박 종사원

⑥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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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교 직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과 목 명 학점 강의 과 목 명 학점 강의

일본어문법Ⅱ 3 3

생활일본어회화Ⅱ 2

3-1

일본문학개론 일본어학개론 3 3
교육철학 및 교
육사

2 2

일본사정 일한번역 3 3
교육방법 및 교
육공학

2 2

일본어원서강독Ⅰ 3 3
일본어 교과교육
론

3 3

실용일본어회화Ⅰ 2

3-2

일본어문장표현 관광법규 2 2 생활지도와 상담 2 2

일본어원서강독
Ⅱ

일본역사 3 3
일본어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3 3

한일번역 3 3

실용일본어회화Ⅱ 2

4-1

미디어일본어Ⅰ 3 3 관광통역세미나Ⅰ 3 3 교직실무 2 2

사회봉사 2 시사일본어Ⅰ 3 3 교육실습 2 2

JLPTⅠ 2 2

고급일본어회화Ⅰ 2 2

현장심화과정Ⅰ 2

4-2

미디어일본어Ⅱ 3 3 관광통역세미나Ⅱ 3 3
교육행정 및 교
육경영

2 2

시사일본어Ⅱ 2 2 특수교육학 개론 2 2

JLPTⅡ 2 2 교육봉사활동 2 0

고급일본어회화Ⅱ 2 2
일본어교과 논리 
및 논술

2 2

산업체험현장실습 2 2

현장심화과정Ⅱ 2

사. 교과목 개요

￭ 관광기초일어 (Basic Japanese of Tourism) 

관광전문가로서의 기초 일본어 구사 능력을 양성한다.

￭ 일본문화Ⅰ (Japanese CultureⅠ)

일본인의 심리, 사상 및 일본의 마츠리, 카부키, 노오, 애니메이션 등을 한국문화와 비교 학습함으로써 한

국문화와 일본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 한일관계에 대한 안목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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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이해Ⅰ (Japanes Comprehension)

일본인과의 교류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문형을 중심으로 언어구사능력을 기르고, 유사구문을 실생활회

화와 응용함으로써 기초적인 일본어 능력을 갖춘다.

￭ 일본어 회화Ⅰ (Japanese ConversationⅠ)

일본어의 정확한 발음을 바탕으로 청취력과 언어 표현 기술을 배양하여, 일본어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

는 능력을 기른다.

￭ 생활일본어Ⅰ (LivingJapaneseⅠ) 

일본어 문자 및 한자 읽는 방법과 발음의 기초를 설명하고 구문적 특성과 각종 기능어의 기초적인 용법

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쉬운 구문으로 된 문장의 이해와 표현능력을 길러 준다. 

￭ 관광기업과 경영Ⅰ (Tourism Enterprise & Management)

현재 관광기업은 매우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맞게 되었다. 관광기업과 경영은 관광사업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한 기업단위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

히, 민간부문의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관광교통업, 외식사업, 카지노사업, 국제회의사

업, 관광 쇼핑업, 관광농업 및 관광 이벤트업 등과 공공부문에서는 관공행정 및 규제관련 내용을 중심으

로 학습한다. 

￭ 일본문화Ⅱ (Japanese Culture Ⅱ) 

일본의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시사성이 있는 테마를 선정하여 학습하고 일본

사회와 일본문화에 대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급변하는 한일관계에 대한 안목을 기르

게 한다.

￭ 일본어 이해Ⅱ (Japanese ComprehensionⅡ)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일본어 학습자들이 틀리기 쉬운 여러 상황에 따른 기초적인 문형을 중심으로 학

습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초급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갖춘다.

￭ 일본어회화Ⅱ (Japanese ConversationⅡ)

현대 일본 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일본에서 사용하는 실용적인 표현을 익혀,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기른다.

￭ 생활일본어Ⅱ (Living JapaneseⅡ)

말하기와 듣기의 기초 훈련을 행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인사, 소개, 전화, 쇼핑, 여행, 예약, 스

포츠 등의 생활 표현들을 익힘으로써 일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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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학원론 (Principles of Tourism)

관광에 대한 본질 및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관광의 기본적 성격과 역사적 이해, 관광의 심리이론,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적인 측면에서 관광 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관광기구 및 산업, 관광마케

팅, 한국관광의 현황과 국제 관광에 대하여 학습한다. 

￭ 일본어작문Ⅰ (Japanese CompositionⅠ) 

일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관련된 어휘항목과 문형을 제시한 후 일본어로 작문하게 한다.

￭ 일본어강독Ⅰ (Readings in JapaneseⅠ)

음성언어의 기초능력을 습득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며, 문자 학습과 음성학습을 병행시켜서 음성으로 습득

한 기본문형을 문자로 표기된 것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일본어의 기초능력을 향상시킨다.

￭ 일본어독해Ⅰ (Japanese ComprehensionⅠ) 

초보자가 습득해야할 문자, 발음, 어휘, 문형 등의 기초적인 학습을 통해 읽기ㆍ쓰기ㆍ말하기 능력을 단계적

으로 배양시킨다. 또한 용어활용을 중심으로 한 술어부의 생성원리 등을 다양한 용례를 통해 습득케 한다.

￭ 일본어문법Ⅰ (Japanese GrammarⅠ)

현대 일본어의 문법이론을 학교문법 중심으로 분석하는 한편 제 문법 학설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한 품사별 언어기능분석을 통해 실제 사용하는 언어와의 연관성에 관해서도 탐구한다.

￭ 생활일본어회화Ⅰ (Intermediate Japanese ConversationⅠ)

중급 레벨로서 일본어의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둔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일본어 표현방식에 대한 탐구

심을 갖도록 하고, 일본어 표현력 또는 운용능력을 기른다. 특정장면에서 Role Play에 의한 연습을 하면

서 그 장면에 맞는 표현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일본어작문Ⅱ (Japanese CompositionⅡ)

일어작문1을 배운 학생이나 이와 비슷한 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서는 리포트나 각종보고서, 

편지 쓰는 법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해 일본어를 자유로이 구사하여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일본어강독Ⅱ (Readings in Japanese Ⅱ)

일본신문, 잡지, 만화, 소설 등에서 현대 일본어문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초적이면서도 

다양한 문장을 발췌해서 학습한다. 발췌한 문장은 문어적인 것과 구어적인 것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학

습한다.

￭ 일본어독해Ⅱ (Japanese Comprehension Ⅱ) 

중급수준의 한자, 관용구, 상용어 등을 익히게 함과 동시에 일본어의 문형과 문장체계의 학습을 통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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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력을 기르며 쓰기를 숙달케 한다. 또한 문장 전체의 분석을 통하여 요약ㆍ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

게 한다.

￭ 일본어문법Ⅱ (Japanese Grammar Ⅱ)

각 품사의 특질과 용언의 활용 및 문의 구조 등에 대하여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

러한 과정은 현대 일본어의 정확한 이해력을 기르는데 중요한 바탕이 된다. 

￭ 생활일본어회화Ⅱ (Spoken Japanese Conversation Ⅱ) 

교재를 통한 반복적인 훈련 및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여 Native Speaker와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일본

어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Role Play, Free Talking을 통한 일본어 회화력과 

대인관계의 매너 등의 향상을 도모한다.

￭ 일본문학개론 (Japanese Literature)

일본문학의 기원, 성장과정을 역사적 배경과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특정한 

장르의 출현과 발전과정, 쇠퇴, 시대별 문예의식, 미의식의 변천 등을 고찰한다.

￭ 일본 사정 (Japanese Life Culture) 

일본의 풍습, 지리 등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것을 한국과 비교 학습하고, 일본인의 일상생활, 문화, 시사, 

제도, 정치 등의 여러 분야에 대한 기초 상식을 숙지시켜 일본에 대한 지역학적 이해를 높인다.

￭ 일본어학개론 (Introduction to Japanese Linguistics)

일본어학을 음운, 형태, 의미, 통사 등의 언어 영역으로 구분하여 일어학 전반에 걸쳐 개관하고, 각 영역

이 일본어 내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일본어의 특질을 이해한다.

￭ 일한번역 (Japanese-into-Korean Translation)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번역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번역은 원본에 충실해야 하는 원칙이 

있지만, 일본의 언어적 특성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에 대해 이론적 학습과 실습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익힘으로써 번역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 일본어원서강독Ⅰ,Ⅱ (Readings in Japanese the originalⅠ,Ⅱ)

일본에서 일본어 및 관광관련분야의 저명한 원서를 학생들에게 강의함으로써 일본 사회의 이해와 함께 

실제문장에서도 응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일본에서 생생하게 쏟아지는 일본어 및 관광관련 정보를 

차근차근하게 풀어가면서 최신 이론을 깊이 있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실용일본어회화Ⅰ (Spoken Japanese ConversationⅠ) 

매장, 관광지, 호텔, 면세점, 공항 등 일상 업무 현장상황에서 사용하는 실용적인 일본어회화를 습득함과 동시

에 자기의 의사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현을 익혀 실용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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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문장표현 (Japanese Topical Composition)

일본과의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일본어 문서 작성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위해 초청장, 안내장, 연하

장, 업무 팩스, 이 메일 등 일본어 문서의 실제 예를 제시하여 전반적인 문서 작성 요령을 익혀나간다.

￭ 관광법규 (Tourism Law) 

현대의 국제관광시대를 맞이하여 관광 질서유지 및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각종 법

규를 검토ㆍ이해함으로써 관광 분야의 각종 시험에 대비하고, 관광분야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일본역사 (Japanese History)

일본에 관한 통사적 인식과 객관적 이해를 도모한다. 일본의 개국에서 1945년 패전까지의 일본역사의 흐

름을 파악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근대화를 이루었으며, 일본의 제도. 일본인의 

사고방식 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 한일번역 (Korean -into-Japanese Translation)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꾸는 번역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번역은 원본에 충실해야 하는 원칙이 

있지만, 한국의 언어적 특성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에 대해 이론적 학습과 실습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익힘으로써 번역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 실용일본어회화Ⅱ (Practical Japanese Conversation Ⅱ) 

백화점, 관광안내 현장, 전화예약, 호텔 룸 등 다양한 공간과 장면을 가상으로 설정, 각자 역할을 분담시

켜 발표ㆍ연습하여 산업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 미디어일본어Ⅰ,Ⅱ (Japanese Through MediaⅠ,Ⅱ)

일본의 주요 신문, NHK 위성방송 등의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핫 이슈를 직접 접하여 용어와 표현 등

에 있어서 양 언어의 고유한 특질의 차이를 이해하고, 토론을 통해 현대 일본 사회의 이해를 도모한다.

￭ 관광통역세미나Ⅰ (Tourism Interpretation SeminarⅠ) 

국내외의 관광분야에서 화제의 대상에 오른 세미나를 청취하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1대1 또는 집단토론을 유도하여 공식적ㆍ비공식적 상황훈련을 통한 실전 감각을 체득하게 한다.

￭ 시사일본어Ⅰ,Ⅱ (Current JapaneseⅠ,Ⅱ) 

일본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강좌에서는 교재를 중심으로 일본문화 전반을 개괄하고, 시사성이 있는 Topic을 통하여 학습자들로 하여

금 현재의 일본을 이해하도록 한다.

￭ JLPTⅠ (JLPTⅠ)

JLPT점 2급 취득을 목표로 하여 JLPT 시험문제 유형과 유사한 문제풀이를 통해 중급 수준의 일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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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문법, 정취, 독해 실력을 기른다.

￭ JLPTⅡ (JLPTⅡ)

JLPT 1급을 목표로 하여 JLPT 시험문제 유형과 유사한 문제풀이를 함으로써 고급수준의 일본어 어휘, 

문법, 청취, 독해 실력을 기른다.

￭ 고급일본어회화Ⅰ (Advanced Japanese ConversationⅠ)

수준 높은 회화능력의 향상을 위해 신문사설, 잡지 등에서 다양한 주제를 발췌하여 일본어로 발표하고 

자유토론을 하게 하여 전문적인 용어의 학습은 물론 언어소통능력을 극대화시킨다. 

￭ 고급일본어회화Ⅱ (Advanced Japanese Conversation Ⅱ) 

고급회화Ⅰ에 이어서 실제적인 일본어를 접함으로써 문자화 할 수 없는 회화특유의 표현을 배우고, 복잡

하고 다양한 경어체계에 주안점을 두어 교양 있는 고급 일본어 회화능력을 종합적으로 고양시킨다. 

￭ 관광통역세미나Ⅱ( Tourism Interpretation Seminar Ⅱ) 

관광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통역업무에 대해 목적별 상황을 설정하여 통역 훈련을 한다. 또한 관광관련 

지식의 현장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여 관광실무능력을 극대화시킨다. 

￭ 일본어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Japanese Studies & Teaching Method)

일본어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지도안 작성, 모의수업 실

행을 통하여 현장에서 일본어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본어 교과논리 및 논술 (Japanese Studies’ Logic & Essay)

일본어 교육학의 영역과 방법, 일본어학의 영역과 방법, 응용언어학의 영역과 방법, 비교문화 학의 영역

과 방법 등으로 나누어 논리 구축하기-단순 서술형 논술-복합 서술형 논술 익히기를 단계별로 학습한다.

￭ 산업체현장실습 (Industry Intern-ship) 

전 교육과정을 통해 익힌 이론과 실무교육을 관광여행사, 무역회사, 외국인회사, 호텔, 통ㆍ번역사, 면세

점, 항공사, 오퍼사무실 등 관광산업 분야의 실습을 통하여 현장적응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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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관리학과

가. 교육체계도

교육철학
“열정을 쏟아 잘 가르치고 가르쳤으면 취업까지 책임지자”

“ 사랑하는 학생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을 하자”

인 재 상
“인간적 소양과 의료와 경영의 융복합적 지식을 갖추고

환자를 내 부모 같이 존경하고 성심껏 모실 수 있는 인재”

교육목표
참된 인성과 경영ㆍ의료지식을 갖춘 병원산업 선진화 인력양성

지역ㆍ병원ㆍ환자 사랑의 인성교육 경영ㆍ의료 융합의 실용교육

교육과정

편성방향

의학용어 및 의료관계 법규

질병에 관한 지식

해부학과 생리학적 지식

약재의 효능에 관한 지식

의료 및 경영의 
융ㆍ복합교육과정

병원경영진단 및 전략수립

병원PR 및 서비스마케팅기획

보험청구 및 심사

세무회계처리 및 회계SW활

환자와 병원을 사랑하는 마음

밝은 미소와 친절 의식

타인을 위한 봉사 의식

도전의식/팀워크/리더십향상

사랑과 창의의 
인성교육과정

외국어 소통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글쓰기ㆍ발표력ㆍ기획력함양

학과 필독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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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병원관리학과는 건학정신인 사랑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및 병원관리지식, 마케팅과 PR이 연

계된 학과로서 치열해 지는 경쟁상황에서 병원관리 전반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춘 병원관리 및 홍보 전문

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서비스 마케팅과 홍보전략 분야를 특성화하여 기

업체와 병원은 물론 보건직 공무원, 의료산업 관련 정부투자기관, 제약회사를 비롯한 각종 의료관련 기업

에 취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의료지식의 함양

병원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병원관리능력 함양

의료정보화에 정통할 수 있는 정보화능력 함양

외국인 환자를 응대할 수 있는 국제화능력 함양

병원 서비스 시장에서 병원이미지 극대화를 위한 병원마케팅능력 함양

다. 특성

병원관리학과에서는 의료기관 및 병원 전반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배출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하여 자매병원인 창원한마음병원과 연계한 현장연수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전공 자격증 취

득을 위한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1인1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여 100% 취업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현장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과 연계한 현장연수제도 운영 (자매병원인 창원한마음병원과 현장

실무 교육과정 운영)

자격증 취득과 공무원 시험에 대비한 책임 교수제 운영 (1인 1자격증 취득 의무화, 보건직공무원 대

비 준비반 운영)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한 사회 교육프로그램 운영

우수학생 배출을 위한 국제화ㆍ정보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업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병원과 연계한 학교기업 운영

라. 발전방향

①교육 및 연구역량의 강화

도전적 목표설정에 의한 교수업적평가제의 전략적 도입 및 실천

연구 및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산학협력 기반에 의한 현장 실무교육과정의 개발 및 수행

현장실무 경험 중심의 우수신임교수 충원계획 실천

학술진흥재단 등의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학과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최신화 시키고 연구역량

을 제고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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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율적 학습 환경 조성

산학협력업체 지원금을 적립하여 산학협동 장학금을 신설하고 학과에서 추진하는 산학프로젝트에 참

여한 학생 중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

학업성적과 프로젝트 수행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전용장비와 연구공간을 우선 배정한다.

가상공간(학과홈페이지)을 통한 24시간 지도체계 구축

③전문성 및 국제화교육 강화

전공분야의 Study Group 육성 및 교육지원

TOEIC 성적우수자에 대한 취업추천의 우선권 부여

TOEIC 성적우수자 해외자매대학 어학연수 혜택 부여

④산업체 교류강화

의료기관 분야 실무전문가 초청 특강 및 Work Shop의 정기적 개최

하계ㆍ동계 방학 중 의료기관 인턴십 학생 파견

의료기관의 주문형 교육과정의 지속적 개발 및 적용 (교육과정 수립 시 관련업체 전문가 참여 유도)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병원관리학과 졸업생들은 의료기관 및 병원의 진료지원부서인 기획, 원무, 인사, 재무, 구매, 의료보험 청

구업무와 신종 유망직종인 병원홍보마케팅 등의 전문 인력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수요의 

확대와 다양화에 따라 보건직공무원, 의료보험조합, 제약회사, 생명보험회사, 전문조사기관, 광고대행사, 

의무행정장교 등의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기회가 제공됩니다. 

병원관리학과에서 개설된 병원관리 전공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의료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대학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국가 및 지방 보건직공무원(7급, 9급): 보건직공무원은 제한경쟁으로, 본 학과의 졸업자 중 에서 의무 

기록사 자격증 취득자는 공무원 시험의 5% 가산점이 주어짐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관련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건의료연구기관 

보건의료관련 산업체(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의료정보업체)

의료컨설팅(의료광고)회사 및 의료벤처기업 창업

대학원 진학 및 해외취업 

취득자격증

병원관리학과에서는 의료기관 및 병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무 중심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생의100% 취업 달성을 위해 1인 1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

다.



388

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보건통계학 3 3

병원경영학 3 3

기초의학용어 3 3

보건전산학 3 3

1-2

의료마케팅 3 3

병원회계원리 3 3

전공의학용어(I) 3 3

보건정보관리 및 실습 3 3

2-1

전공의학용어(Ⅱ) 3 3

병원조직행동론 3 3

병원서비스관리 3 3

병원재무회계 3 3

병리학 3 3

보건의료DB 실습 3 3

의료현장심화(Ⅰ) 2 2

2-2

의료보험론 3 3

보건의사소통론 3 3

해부생리학 3 3

보건의료법규 3 3

공중보건학 3 3

병원전산회계 3 3

병원관리학과에서 개설된 병원관리 전공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의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의무 기록사(보건복지부 국가면허증): 우리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40학점 이상 이수 한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만 응시가 가능한 제한경쟁 자격증

병원행정사, 의료보험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우리 학과 4학년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응시가 가

능한 자격증

보험심사평가사 (민간자격증): 우리 학과 4학년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응시가 가능한 자격증

사회조사 분석사

병원코디네이터(민간자격증)

컴퓨터 활용 자격증

전산회계자격증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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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의료현장심화(II) 2 2

3-1

병원원무관리 3 3

의무기록관리학 3 3

병원소비자행동론 3 3

의료보험실무 3 3

질병수술분류 3 3

병원코디네이션 3 3

3-2

의료의질관리 3 3

의무기록실무 3 3

암등록 3 3

병원재무관리 3 3

의무기록전사 및 실습 3 3

병원인적자원관리 3 3

4-1

병원전략기획 3 3

병원경영분석 3 3

의료정보실무 3 3

의학용어실습 3 3

4-2

병원홍보전략 3 3

병원정보시스템 3 3

병원관리실습 3 3

의무기록실습 3 3

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인성
교육

1,2,3,4 친절교육 인사 잘 하기, 좋은 말씨 사용하기

1,2,3,4 청결실천 학습공간 스스로 청소하기

1 미래비전설계 꿈과 미래에 관한 진로 탐색

1,2 독서지도 읽기, 말하기, 쓰기 능력 함양

1,2,3,4 사회봉사활동 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사회봉사 학점 부여

실용
교육

1,2 국제화능력함양
영문법 온라인 강좌를 통한 외국어 문서처리 능력 
배양

3,4 국제화능력함양 온라인 TOEIC 강좌를 통한 외국어 능력 향상

1,2 정보화능력함양
컴퓨터활용능력(엑셀, 파워포인트, MS워드), 워드
프로세서(Hwp) 자격증 취득

사. 비교과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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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2 병원사무업무능력함양 전산회계자격증 취득

3 병원행정업무능력함양 병원코디네이터,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증 취득

4 병원행정업무능력함양 병원행정사, 의료보험사, 의무기록사 자격증 취득

아. 과목 개요

￭ 보건통계학 (Health Statistics)

양적인 연구/분석방법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통계학적 기본개념과 기술을 소개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통계학과 추측통계학적 논리, 개념을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보건의

료기관의 관리자의 입장에서 실제 자료 및 정보 분석 시에 요구되는 통계학적 논리, 분석기법 능력 향상

에 중점을 둔다.

￭ 병원경영학 (Hospital Management)

병원의 생산, 재무, 인사, 판매 등 조직의 경영에 필요한 제 분야의 관리 기법을 이해하고, 이를 병원 조

직에 적용시켜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을 습득한다.

￭ 기초의학용어 (Basic Medical Terminology) 

보건의료 분야에 관련되어 사용되는 전문용어의 개념을 습득케 하여 전공과목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교육한다. 

￭ 보건전산학 (Theory of Health Computer System) 

보건 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자료 구축 방안과 관리 운영하는 기법과 이들 자료가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

는 제반방법 등을 습득하여 효율적인 보건체계가 이루어 질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산 체계를 학습한다.

￭ 의료마케팅 (Health Care Marketing)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병원에서의 적용능력을 배양하며 병원의 실무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및 관리자에게 필요한 기획 및 경영전략 지식을 습득케 한다. 특히 시장조사 및 

수요분석, 마케팅 기획 및 전략, 서비스 개발, 접근성 향상 활동, 홍보 등 촉진활동, 의료 수가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 병원회계원리 (Hospital Accounting of principle)

병원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회계절차와 원칙을 습득, 이용할 수 있도록 회계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하고 외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줄 재무보고와 내부이용자의 관리적 의사결정과 성과 평가

에 유용한 의료 원가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에 관한 원가자료를 확인, 분류 및 집계하

는 능력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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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학 용어 I (Advanced Medical TerminologyⅠ) 

보건의료분야의 정보생성과 의사전달수단의 정보매체로 이용되고 있는 의학용어를 보건의료현장에서 이

용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보건의료의 원활한 탐색과 분석 등의 활용을 위한 기본지식을 습

득한다.

￭ 보건정보관리 및 실습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 Practice)

보건행정과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법을 교육하는 과목이다. 병원관리를 위한 정보관리, 특히 

의무기록을 중심으로 생성되는 병원자료를 위한 정보관리를, 컴퓨터의 자료체계와 정보관리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관리 개념과 기법을 배운다. 

￭ 전공의학 용어Ⅱ (Advanced Medical TerminologyⅡ) 

보건의료분야의 정보생성과 의사전달수단의 정보매체로 이용되고 있는 의학용어를 인체 해부 생리 계통

을 중심으로 관련한 해부, 질환, 증상, 수술 및 처치 그리고 검사 등의 용어들을 학습한다. 

￭ 병원조직행위론 (Hospital Organizational Behavior) 

보건의료조직에 있어서 개인행동과 집단행동의 이해, 변화, 전개 및 예측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실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병원서비스관리 (Management of Hospital Service) 

의료기관 직원으로서 의료기관에서 고객이 병원과 접촉하는 순간에 고객만족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접점

관리를 통해 고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육성하며, 환자중심의 조직 일원으로 환자의 만족을 증대하는 

실무기법을 익힌다.

￭ 병원재무회계 (Hospital of Financial Accounting)

병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회계보고서를 창출하는 재무회계의 전반적 영역을 체

계적이 고 종합적으로 교수한다. 기업회계기준의 해석과 문제점 등에 대한 비판도 포괄하여 회계현상에 

대한 단순한 이해를 넘어 새로운 해석능력을 배양한다.

￭ 병리학 (Pathology) 

각 질병의 발생, 경과, 그 결과적인 조직과 기능의 변화 등 질병의 본태를 학습하여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K.C.D)의 병리학적 기반을 닦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 보건의료DB실습 (Health Database Practice)

의료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방안과 관리하는 기법을 교육하는 과목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

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실습으로 데이터 모델링 및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여, 의료정보시스템

과 DBMS 간의 연동관계와 정보획득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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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론 (Theory of Health Care Insurance)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개념과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이해하고 이를 실제 담당ㆍ처리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병원, 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연합회 등 관련조직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 보건의사소통론 (Communication Theory of Health)

보건전문인으로써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보건커뮤니케이션 상황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병원관리 전문인으로서의 능력을 구비한다.

￭ 해부생리학 (Theory of Anatomy & Physiology) 

인체구조의 형태적 특성을 계통별로 이해하고 각 기관의 구조 명칭, 기능을 학습하여 인체의 각종 계통

과 기관들의 상호 관련된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한다. 

￭ 보건의료법규 (Health Care Law) 

법의 일반적 이해와 보건의료와 관계되는 각종 법을 교육하여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게 될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키며 국민건강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질병예방, 건강증진, 개인과 집단의 보건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보건, 산업보건, 인구보건 등에 대해 학습한다.

￭ 병원전산회계 (Hospital Computer Counting)

회계 원리와 원가회계, 세무회계(부가가치세 중 매입매출전표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

고, 병원 및 기업체의 회계실무자로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산회계 기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 병원원무 괸리 (Hospital Business) 

병원관리 부분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원무행정에서는 환자의 입ㆍ퇴원, 병실관리, 수납, 수가산정, 자

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 진료비 산정에 따른 소송관계, 제 증명 등의 원무 일반 업무를 습득케 한다. 

￭ 의무기록관리학 (Theory of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한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제공에 관한 제반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사항을 유지, 관리, 이용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습득한다.

￭ 병원소비자행동론 (Hospital of Consumer Behavior)

병원시장의 수요자인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및 실증적 학습을 통해, 병원경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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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병원 마케팅 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의료보험실무 (Practice of Health Care Insurance)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의무기록을 근거서류로 사용되고 있다. 의루기록의 내용을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청구, 심사하는 실무를 학습하며 산업재해와 자동차보험업무도 병행하여 학습한다.

￭ 질병수술분류 (Disease Classification Practice) 

각 의료기관의 질병, 손상, 사인을 분류하여 통계적 처리에 이용되도록 한국 표준 질병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를 이용한 분류방식을 학습하고, 국제의료행위 분류방식을 학습한

다. 

￭ 병원코디네이션 (Hospital Coordination)

급변하는 환경과 과도한 경쟁 하에서 고객중심의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기본 소양과 지식, 기술의 역량을 강화시켜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 의료의질관리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in Health Care) 

의료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부터 의료의 질 측정과 보장활

동의 효과성을 판단하고, 학생들 자신이 이와 같은 활동들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의무기록실무 (Medical Record Practice) 

의무기록 보관, 관리의 실습, 의료 정보 분석 및 전산에 의한 의무기록관리 효율화 등 이론과 기법에 대

한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 암등록 (Tumor Registration) 

국가적인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암 관리법이 제정되어 암에 관한 기초지식 습득 및 암환자 정보화일, 암 

등록 정보의 질 관리, 암 등록 실습 등을 학습한다. 

￭ 병원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of Hospital)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과 그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 효과적인가를 이해시키

고 구체적으로 각종 재무적 의사결정시에 사용되는 이론과 기법을 이해 습득한다. 특히 운전자본 관리, 

투자결정, 자본조달결정, 재무계획, 집행, 평가 등 일련의 과정적 접근하는 과목이다.

￭ 의무기록전사 및 실습 (Medical Record Transcription & Practice)

임상의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의무기록의 한 분야로 Dictaphone System에 의한 각

종 기록 지를 전사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함양한다. 

￭ 병원인적자원관리 (Personnel Management in Hospit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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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및 보건조직의 자원관리의 기초적인 기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병원 및 보건조직의 인적자원관

리 기법 등을 인력 획득, 인력개발 및 교육, 동기부여, 인력유지 등의 과정들로 나누어 이해하고 학습한

다. 

￭ 병원전략기획 (Strategy of hospital planning)  

병원경영에 있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분야별 전략을 도

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병원경영분석 (Analysis of Hospital Business)

기초적인 기업경영분석의 기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병원의 재무 및 진료자료를 근

거로 해당 병원의 경영 상태를 진단 및 평가하는 분석적 방법을 학습하고, 또한 현실적인 병원자료에의 

적용기회를 통하여 병원경영을 진단 및 평가하는 분석적 과정을 실천적으로 이해한다. 

￭ 의료정보실무 (Health care Information Practice)

의료정보의 개념, 응용, 계획, 관리 등을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주요 내용은 컴퓨터시스템의 

의료정보체계에 대한 이해, 컴퓨터통신 기초이론 이해, 병원경영에 필요한 정보의 검색 및 관리, 의학정

보검색, 환자 관리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 병원업무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활용방안

을 배운다.

￭ 의학용어실습 (Medical Terminology & Practice) 

보건의료분야의 정보생성과 의사전달수단의 정보매체로 이용되고 있는 의학용어를 인체 해부 생리 계통

을 중심으로 관련한 해부, 질환, 증상, 수술 및 처치 그리고 검사 등의 용어들을 바탕 하여 학습한다. 

￭ 병원홍보전략 (Strategy of Hospital Publicity)

홍보의 정의 및 기능을 시작으로 홍보체계의 일반적인 이론과 가능, 병원홍보의 특수성, 지역병/의원에서

의 홍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등 병원의 홍보담당자가 알아 두어야할 실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병원의 홍보전략 수립에 요구되는 능력을 함양한다.

￭ 병원정보시스템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of Hospital) 

보건행정과 병원경영에 필요한 정보관리와 경영정보체계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법, 의료정보의 범위와 작

성, 병원관리를 위한 정보관리, 의료정책 관리를 위한 정보관리, 전산을 이용한 병원 자료관리 개념과 기

법을 익힌다. 

￭ 병원관리실습 (Practice of Hospital Management)

보건의료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에 순응하고 적응하며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원관리에 대한 전

반적인 이해와 통찰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환경 하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일 수 있도록 실

제적인 연습을 통하여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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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실습 (Medical Record Practice) 

의무기록 보관, 관리의 실습, 의료 정보 분석 및 전산에 의한 의무기록관리 효율화 등 이론과 기법에 대

한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실습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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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학과

가. 교육체계도

교육철학
“실용학문을 익히고 배워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을 기르자.”

“사랑이 넘치는 교육은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인 재 상 환자를 아끼고 사랑하며 인품이 훌륭하고 실력이 뛰어난 물리치료사

교육목표

세계 속에서 인정받고 쓰임 받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중심적 교육 선진국 해외 인턴십 교육

교육과정

편성방향

실습중심 교육

문제해결형 교육

현장중심 교육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중심적 교육과정

야간 자율학습

국가고시 특강

정규시간 외 국가고시 수업

의학영어회화 과목 운영

영어회화 동아리 운영

해외초청 특강

선진국 해외 인턴십 

교육과정

국비 및 자비 해외 인턴십

해외 병원 자매결연

해외 대학 수업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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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한 인도주의적 가치관으로 진리와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함으로

써 좁게는 환자, 넓게는 인류의 생명을 아끼고 보존하데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세부적으로 손상, 

기능적 제한, 장애 또는 기타 질병과 관련된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검사･평가를 통해 환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적 운동과 각종 물리적 인자(광선, 빛, 전기, 물, 공기, 열 등)를 매개로 하여 신

체기능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해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전문인을 양성한다. 또한 의사, 간호

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의 의료전문인과 협동하여 중재 및 교육을 통해 손상, 기능적 제한 및 장

애를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론교육과 임상실습 등을 통하여 전문지

식을 습득함으로써 인성교육과 실용교육이 균형 잡힌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주역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

록 하고, 국내ㆍ외 보건의료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보건의료전문가 물리치료사를 육

성하는데 교육목표가 있다.

다. 특성

①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에게 운동치료와 물리적인 요소들(물, 광선, 전기, 열 등)

의 치료적 매개체를 이용하여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가, 치료하는 

물리치료사 전문인을 양성

②국가면허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여 환자의 신체적 능력을 증진･보존하고,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사

회적ㆍ정신적ㆍ직업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예방 및 치료, 재활의학의 한 분야 전문

가를 양성

③21세기 정보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인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해 기본 인성을 배양

④정보화 및 국제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으로, 보건의료 임상 

현장에 서의 실습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기회 마련

라. 발전방향

①인성교육 및 인간관계 형성 능력 배양

②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외국어 구사능력의 배양

③물리치료사로 진출 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지식 습득

④이론에 바탕을 둔 임상실습교육 강화로 전문적인 물리적 진단 및 치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습득

⑤국내 및 해외 대학 및 기관과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국제적ㆍ전인적인 물리치료사 양성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진학 및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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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대학생활과 진로설계(교필) 1 1 의학용어 3 3

물리치료학개론 3 3

인체해부학Ⅰ 2 2

인체해부학 및 실습 Ⅰ 1 2

물리학 3 3

1-2

사회봉사(교필) 2 병원행정 및 회계 2 2

취업전략과 역량강화(교필) 1 1 응급처치 2 2

인체해부학Ⅱ 2 2

인체해부학 및 실습Ⅱ 1 2

일반화학 3 3

2-1

생리학Ⅰ 2 2 신경해부생리학 3 3

생리학 및 실습 Ⅰ 1 2 임상운동학Ⅰ 2 2

임상운동학 및 실습Ⅰ 1 2

재활의학 1 1

재활의학 및 실습 1 2

한방물리치료 2 2

치료적 마사지학 1 1

치료적 마사지학 및 실습 1 2

2-2

생리학Ⅱ 2 2 의학영어회화 2 2

생리학 및 실습 Ⅱ 1 2 임상운동학Ⅱ 2 2

임상운동학 및 실습Ⅱ 1 2

측정 및 평가 1 1

측정 및 평가 실습 1 2

의료기관 분야: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병ㆍ의원, 보건소 보건직공무원 등

재활의료 관련분야: 장애인 및 가정복지관, 노인복지관, 재활원, 요양원, 치매센터 등

스포츠 관련분야: 프로 및 아마 스포츠 구단 트레이너, 운동 처방실, 각종 스포츠 연구소 등

산업보건 분야: 대기업 건강관리실, 의무실 등

의료기 회사: 의료기 전문 교육 및 영업

해외 병원 취업

취득자격증 

물리치료사 면허

바. 교육과정표 



400

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수치료 1 1

수치료 및 실습 1 2

보건통계학 2 2

3-1

전기광선치료 2 2 근골격계 검사 및 평가 1　 1　 　

전기광선치료 및 실습 1 2
근골격계 검사 및 평가 실
습1

1 　 2　

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재학 2　 2　 　

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재학 
및 실습

1　 　 2　

근골격계 운동치료학 2 2

근골격계 운동치료학 및 실
습

1 2

피부계 물리치료 중재학 2 2

3-2

심폐혈관계 물리치료학 1 1 일상생활동작 2 2

심폐혈관계 물리치료학 및 
실습

1 2 보조기 및 의지학 1 1

신경계 물리치료 중재학 2 2 보조기 및 의지학 및 실습 1 2

신경계물리치료 중재학 및 
실습

1 2 신경계 검사 및 평가 1 1

신경계 검사 및 평가 실습 1 2

정형도수치료학Ⅰ 2 2

정형도수치료학 및 실습Ⅰ 1 2

신경계 운동치료학 2 2

신경계 운동치료학 및 실습 1 2

4-1

공중보건학 3 3 아동물리치료학 2 2

임상의사결정 3 3 의료관계법규 2 2

정형도수치료학Ⅱ 2 2

정형도수치료학 및 실습Ⅱ 1 2

물리치료 임상실습(1) 3 3

4-2

방사선 판독학 2 2

물리치료 세미나 2 2

물리치료 특강 3 3

물리치료 임상실습(2) 3 3

물리치료 임상실습(3) 3 3

물리치료 임상실습(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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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인성
교육

1,2,3,4 개강ㆍ종강 총회 매 학기 개강ㆍ종강 시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

1,2,3,4 스승의 날 행사 학생과 교수와의 친목도모 및 결속력 강화

1,2,3,4 지역 문화 탐방 학생과 교수와의 친목도모 및 결속력 강화

1,2,3,4
물리치료학과 멘토링 활
동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고, 국가고시 합격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멘토링

1,2,3,4
상문대동제 지원 및 멘토
링 활동

상문대동제 지원 및 학생들의 능력 고취 감을 위한 
멘토링

1
유익한 대학생활을 위한 
멘토링 활동

1학년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멘
토링

실용
교육

1,2,3,4
국제화 시대의 물리치료 
초청 특강

Tamas Kook 원장님을 초청하여 물리치료사의 미
래의 대하여 논의

1,2,3,4
스포츠 물리치료의 이해
와 최근 동향 특강

전공분야의 선진교육을 제공 및 해외교류 확대와 
해외취업 및 인턴십 등에 대한 동기 부여

1,2,3,4
심폐재활운동의 효과에 
대한 저명인사 초청 특강

국가고시 신규 과목인 심폐물리치료에 대한 선진교
육 제공

1,2,3,4
정형도수물리치료의 미래
와 전망 특강

정형도수물리치료에 대한 선진교육 제공

3,4 임상방사선 판독학 특강 임상방사선 판독학에 대한 선진교육 제공

3,4
국내외 병원 임상실습 및 
해외병원 인턴십 특강

국내외 병원 및 해외병원의 인턴십 교육 제공

관심학
생

해외인사 초청 특강
Mark Lee 과장님을 초청하여 국가고시와 해외취업 
및 인턴십 등에 대한 동기 부여

관심학
생

물리치료 전공 관련 자격
증 취득 특강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밸런스 테이핑의 임상적용 
및 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사. 비교과교육과정 

아. 교과목 개요

￭ 물리치료학개론 (Introduction of Physical Therapy) 

물리치료 영역에 전문성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의 역사, 철학, 물리치료의 원리, 치료기구 

및 치료 양식, 물리치료의 현황 등을 고찰함으로써 물리치료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

구방법 등을 제시한다.

￭ 인체 해부학 Ⅰ,Ⅱ (Human Anatomy Ⅰ,Ⅱ)

해부학은 의학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학문으로서 인체의 구조와 형태에 대해 연구하

는 학문이다. 인체를 계통적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정상적인 구조와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 해부학적 지식

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이해함으로써 물리치료에 응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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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 해부학 및 실습 Ⅰ,Ⅱ (Human Anatomy & Practice Ⅰ,Ⅱ)

해부학은 의학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학문으로서 인체의 구조와 형태에 대해 연구하

는 학문이다. 인체를 계통적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정상적인 구조와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 해부학적 지식

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이해함으로써 직접 실습을 통해 적용시켜 본다.

￭ 물리학 (General Physics)

생물적 자연 이외의 무기적 자연의 논리성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주로 물질의 무기적인 운동 형태에 대해 

알아본다. 일반적인 물리학의 법칙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물리치료에 응

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일반 화학 (Chemistry) 

물질의 성질, 조성, 구조 및 그 변화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화학반응의 기본 단위인 원자, 분자의 개념과 

다양한 화학적 반응에 대해 알아본다. 인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인 에너지 공급체계에 대해 이해한다.

￭ 생리학 Ⅰ,Ⅱ (Physiology Ⅰ,Ⅱ)

생리학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운동 시 인체에서 나타나는 반응과 적응현상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체가 운동자극, 신체적 활동, 트레이닝 자극 등에 대해서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이해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다양한 운동자극을 중재하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이해한다.

￭ 생리학 및 실습 Ⅰ,Ⅱ (Physiology & Practice Ⅰ,Ⅱ)

생리학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운동 시 인체에서 나타나는 반응과 적응현상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체가 운동자극, 신체적 활동, 트레이닝 자극 등에 대해서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이해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다양한 운동자극을 중재하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이해하고 직접 실습을 

통해 적용시켜 본다.

￭ 전기광선치료 (Electrical and Photo Therapy)

전기 & 광선 물리학, 전기 & 광선 생리학의 기본 이론과 광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기계의 특성을 이

해하고 각종 질환을 진단, 치료하는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 전기광선치료 및 실습 (Electrical and Photo Therapy & Practice) 

전기 & 광선 물리학, 전기 & 광선 생리학의 기본 이론과 광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기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종 질환을 진단, 치료하는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접 실습을 통해 적용시켜 본다.

￭ 심폐혈관계물리치료학 (Cardio-Pulmonary Physical Therapy)

심폐기능 장애를 가진 환자와 동ㆍ정맥계, 림프계 환자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운동치료 프로

그램을 적절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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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혈관계물리치료학 및 실습 (Cardio-Pulmonary Physical Therapy & Practice)

심폐기능 장애를 가진 환자와 동ㆍ정맥계, 림프계 환자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운동치료 프로

그램을 적절하게 수립하여 직접 실습을 통해 적용시켜 본다.

￭ 신경계 물리치료 중재학 (Neurological Physical Therapy Intervention)

다양한 신경계 질환 환자들에 대한 물리치료적 중재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학문이다. 통증관리 및 기능적 

활동의 개선 목적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물리치료적 중재방법들을 소개하고, 이론적 배경을 이해한다. 임

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뇌졸중, 뇌성마비, 척수손상 환자 등 다양한 환자의 치료적 접근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신경계 물리치료 중재학 및 실습 (Neurological Physical Therapy Intervention & Practice)

다양한 신경계 질환 환자들에 대한 물리치료적 중재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학문이다. 통증관리 및 기능적 

활동의 개선 목적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물리치료적 중재방법들을 소개하고, 이론적 배경을 이해한다. 임

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뇌졸중, 뇌성마비, 척수손상 환자 등 다양한 환자의 치료적 접근 방법으로 직접 

실습을 통해 적용시켜 본다.

￭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장애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제 요인을 확인하고 이것을 제거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여 사회 전반의 안정 상태를 이룩하기 위하여 개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 임상의사결정 (Clinical Decision Making)

다양한 검사와 평가의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중재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하며, 그 효과를 바탕으로 재조정하여 좀 더 나은 중재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학습한다. 

￭ 의학용어 (Medical Terminology) 

의학용어는 보건의료계통의 전공자들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수적인 학문이다. 인체와 관련된 

구조와 기능 및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용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 병리, 

진단 및 치료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 병원행정 및 회계 (Hospital Administration & Accounting) 

병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활용기법에 대해 배우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회계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하고 외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줄 재무보고와 내부이용자의 관리적 

의사결정과 성과 평가에 유용한 의료 원가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에 관한 원가자료를 

확인, 분류 및 집계하는 능력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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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 (Emergency Care)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에 따른 적절한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신경해부생리학 (Neuroanatomy and Physiology) 

신경계의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신경계의 구성과 발생 과정에 대해 알아

보고 다양한 신경계 구조물의 특징적인 역할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신경계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임상적인 

운동장애의 기전과 치료를 이해한다. 

￭ 임상운동학 Ⅰ,Ⅱ (Clinical Kinesiology Ⅰ,Ⅱ)

인체의 동작을 신체 구조학, 기능학, 생리학, 수학, 물리학 등을 응용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 물리치료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교과목이다. 임상운동학에서는 운동학을 위한 역학적 기초, 관절의 운동학, 신경의 

운동생리학, 보행기능의 분석과 평가 등을 배우게 된다.

￭ 임상운동학 및 실습 Ⅰ,Ⅱ (Clinical Kinesiology & Practice Ⅰ,Ⅱ)

인체의 동작을 신체 구조학, 기능학, 생리학, 수학, 물리학 등을 응용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 물리치료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교과목이다. 임상운동학에서는 운동학을 위한 역학적 기초, 관절의 운동학, 신경의 

운동생리학, 보행기능의 분석과 평가 등을 직접 실습을 통해 적용시켜 본다.

￭ 재활의학 (Rehabilitation Medicine)

물리 치료적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재활 의학적 관점의 지식을 습득하는 학문이다. 환자를 중심으로 다양

한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평가, 진단, 예후 등 다양한 임상적 중재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 재활의학 및 실습 (Rehabilitation Medicine & Practice)

물리 치료적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재활 의학적 관점의 지식을 습득하는 학문이다. 환자를 중심으로 다

양한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평가, 진단, 예후 등 다양한 임상적 중재 방법으로 

직접 실습을 통해 적용시켜 본다.

￭ 한방물리치료학 (Physical Therapy of Herb Medicine)

한의학에 기초를 둔 치료법으로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통증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물리

치료사가 통증관리를 위해 경혈 및 침구를 응용할 수 있도록 경혈학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침구학개요

가 소개되고 입문과정으로 간단한 침전극저주파치료, 표피침 실습이 진행된다. 

￭ 치료적 마사지학 (Therapeutic Massage)

마사지는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치료하고자하는 부위에 적절한 압력과 신장을 유연하게 적용

해줌으로써 인체의 순환증진에 영향을 주는 이론과 원리를 습득하여 임상에 적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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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적 마사지학 및 실습 (Therapeutic Massage & Practice) 

마사지는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치료하고자하는 부위에 적절한 압력과 신장을 유연하게 적용

해줌으로써 인체의 순환증진에 영향을 주는 이론과 원리를 습득하여 임상에 적용토록 한다.

￭ 의학영어회화 (Clinical English Conversation)

임상에서 사용하는 회화를 중심으로 하며 치료실, 병실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

상생활 회화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측정 및 평가 (Measurement and Evaluation)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질병, 손상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기능장애, 변형 상태 및 

운동발달 상태를 치료사의 손과 기구에 의하여 검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측정 및 평가 실습 (Measurement and Evaluation & Practice)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질병, 손상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기능장애, 변형 상태 및 

운동발달 상태를 치료사의 손과 기구에 의하여 검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수치료학 (Hydrotherapeutics)

물을 고체나 액체, 기포상태에서 물의 온도차와 기계적 자극 또는 수화학적으로 신체에 외적 혹은 내적

으로 적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학문으로 물의 물리화학 성질과 물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이해하고 수 

치료 장비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킨다.

￭ 수치료학 및 실습 (Hydrotherapeutics & Practice) 

물을 고체나 액체, 기포상태에서 물의 온도차와 기계적 자극 또는 수화학적으로 신체에 외적 혹은 내적

으로 적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학문으로 물의 물리화학 성질과 물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이해하고 수치

료 장비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킨다.

￭ 보건통계학 (Statistics of Public Health)

보건학 및 의학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신뢰도 분석, 요인 분석, 반복측정분산 분석 등의 다

양한 통계기법 및 다변량 분석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근골격계 검사 및 평가 (Musculoskeletal Measurement and Evaluation)

기능해부학과 운동을 기초로 하여 척추와 사지 근골격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학습시켜 정확한 환자 상

태와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물리치료 대상자의 객관적, 주관적인 

평가방법을 배우고, 질환 특성에 따른 평가도구를 소개하여 그 사용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 근골격계 검사 및 평가 실습 (Musculoskeletal Measurement and Evaluation & Practice) 

기능해부학과 운동을 기초로 하여 척추와 사지 근골격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학습시켜 정확한 환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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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물리치료 대상자의 객관적, 주관적인 

평가방법을 배우고, 질환 특성에 따른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실습을 통해 적용시켜 본다.

￭ 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재학 (Musculoskeletal Physical Therapy Intervention)

물리치료사가 임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질환들 중 연부조직 및 골격계 질환을 소개하는 과목으로 상지 

및 하지의 골절, 탈구, 골의 기형, 인대손상, 관절과 뼈, 활액막의 병변, 말초신경손상, 요통에 대한 물리

치료 등이 소개된다. 

￭ 근골격계 물리치료 중재학 및 실습 (Musculoskeletal Physical Therapy Intervention & Practice)

물리치료사가 임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질환들 중 연부조직 및 골격계 질환을 소개하는 과목으로 상지 

및 하지의 골절, 탈구, 골의 기형, 인대손상, 관절과 뼈, 활액막의 병변, 말초신경손상, 요통에 대한 물리

치료 등을 직접 실슴을 통해 적용시켜 본다.

￭ 근골격계 운동치료학 (Musculoskeletal Therapautic Exercise)

기능해부학과 운동을 기초로 하여 척추와 사지 근골격계의 구조적 질환에 대해 도수치료 기술을 적용하

여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 근골격계 운동치료학 및 실습 (Musculoskeletal Therapautic Exercise & Practice)

기능해부학과 운동을 기초로 하여 척추와 사지 근골격계의 구조적 질환에 대해 도수치료 기술을 적용하

여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직접 실습을 통해 적용시켜 본다.

￭ 피부계물리치료중재학( (Integumentary Physical Therapy)

피부 및 인체의 외피와 관련된 손상과 질환에 대한 물리치료에 대해 학습한다. 일반적으로 상처와 화상

이 포함되며 상처나 화상 조직에 대한 제거와 드레싱, 흉터 발생의 예방과 경감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 일상생활동작 (Activities of Daily Living) 

임상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와 교육을 하기 위하여 일상생활동작 기능훈련의 범위와 개념, 평가방

법에 대해 이해하는 학문이다. 질환별 일상생활동작 기능훈련의 전체적인 개념에 이해하고 또한 임상적

으로 흔히 접하는 질병들을 중심으로 환자의 일상생활동작 훈련의 치료적 지도방법을 학습한다. 

￭ 보조기 및 의지학 (Orthotics and Prosthetics)

장애를 지닌 다양한 형태의 환자에게 적용되는 보조기 및 의지의 이론적 기초와 사용방법, 응용방법, 제

작원리 등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골절, 말초 및 중추 신경마비, 선천적 기형 등으로 

인한 기능의 불능이나 장애가 있을 때 사용되는 보조기구와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었을 때 그 기능을 대

치하기 위한 의수족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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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 의지학 및 실습 (Orthotics and Prosthetics & Practice) 

장애를 지닌 다양한 형태의 환자에게 적용되는 보조기 및 의지의 이론적 기초와 사용방법, 응용방법, 제

작원리 등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골절, 말초 및 중추 신경마비, 선천적 기형 등으로 

인한 기능의 불능이나 장애가 있을 때 사용되는 보조기구와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었을 때 그 기능을 대

치하기 위한 의수족에 대해 직접 실습을 통해 적용시켜 본다.

￭ 신경계 검사 및 평가 (Neurological Measurement and Evaluation)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임상적인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검사 및 평가를 통해 정

확하게 진단하고, 임상적인 징후와 기전에 대해 이해하는 학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예후와 치료방

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학습한다.

￭ 신경계 검사 및 평가 실습 (Neurological Measurement and Evaluation & Practice)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임상적인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검사 및 평가를 통해 정

확하게 진단하고, 임상적인 징후와 기전에 대해 이해하는 학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예후와 치료방

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직접 실습을 통해 적용시켜 본다.

￭ 신경계 운동치료학 (Neurological Therapeutic Exercise)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치료적 운동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학문이다. 운동조절 

및 운동학습 이론을 소개한다. 신경학적 가소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신경계 운동치료 방법의 개념과 

철학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 신경계 운동치료학 및 실습 (Neurological Therapeutic Exercise & Practice)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치료적 운동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학문이다. 운동조절 

및 운동학습 이론을 소개한다. 신경학적 가소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신경계 운동치료 방법의 개념과 

철학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 실습을 통해 적용시켜 본다. 

￭ 정형도수치료학 Ⅰ,Ⅱ (Orthopedic Manual Therapy Ⅰ,Ⅱ)

정형물리치료는 관절 및 근골격계의 이상을 손을 이용하여 교정하거나 치료하는 물리치료 특수기법으로 

디스크, 관절의 위치편위, 관절통증 등이 주된 치료대상이다. 정형물리치료 Ⅰ에서는 정형물리치료의 역

사적 배경을 비롯하여 정형물리치료를 실시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반관절학, 관절운동역학, 정형물

리치료의 개요, 관절가동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 기초 등이 강의된다. 정형물리치료Ⅱ는 정형물리치

료 Ⅰ에서 배운 지식을 실습을 통하여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Mckenzie, Cyriax, Maitland, Kaltenborn 

Method 등의 치료법이 소개된다. 

￭ 정형도수치료학 및 실습 Ⅰ,Ⅱ (Orthopedic Manual Therapy & Practice Ⅰ,Ⅱ)

정형물리치료는 관절 및 근골격계의 이상을 손을 이용하여 교정하거나 치료하는 물리치료 특수기법으로 

디스크, 관절의 위치편위, 관절통증 등이 주된 치료대상이다. 정형물리치료 Ⅰ에서는 정형물리치료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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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배경을 비롯하여 정형물리치료를 실시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반관절학, 관절운동역학, 정형물

리치료의 개요, 관절가동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 기초 등이 강의된다. 정형물리치료Ⅱ는 정형물리치

료 Ⅰ에서 배운 지식을 실습을 통하여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Mckenzie, Cyriax, Maitland, Kaltenborn 

Method 등의 치료법으로 직접 실습을 통해 적용시켜 본다.

￭ 의료관계법규 (Public Health Law) 

보건 및 의료에 관한 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졸업 후 물리치료사로서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적

절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물리치료학 (Pediatric Physical Therapy)

정상적인 운동발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질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치료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아동물리 치료의 임상적 적용능력을 배양한다.

￭ 방사선판독학 (X-ray Reading) 

환자의 진단에 기본이 되는 방사선에 대한 기초 이론 및 영상 판독법을 익히도록 함으로써 임상에서 환

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물리치료세미나 (Seminar of Physical Therapy)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각종 질환이나 손상환자에 대한 물리치료의 실제적인 적용사례를 소개함으로서 실

제적인 치료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

￭ 물리치료학 특강 (Special Instruction of Physical Therapy)

물리치료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재정리하고 물리치료학과 관련된 최신정보들을 정리, 학습하여 졸업 후 

바로 취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한다.

￭ 물리치료학 임상실습 Ⅰ, Ⅱ, Ⅲ, Ⅳ (Clinical Practice of Physical Therapy Ⅰ, Ⅱ, Ⅲ, Ⅳ)

병원임상실습을 통하여 병원에 방문, 실제로 환자를 보고, 학교에서 배운 치료방법 및 기타 이론적 학문

을 적용시켜 졸업 후 바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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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과

가. 교육체계도

교육철학
“학생들 개개인을 이해하고, 맞춤형 취업과 연계되는 실무교육을 하자”

“학생들 미래에 대한 열정과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하자” 

인 재 상
“첨단 방사선융합 분야를 리더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맞춤형 인재 ”

교육목표

방사선융합(의학, 과학, 공학) 학문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미래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인간을 이해하며 환자에게 
봉사하는 의료기술인 양성

첨단 방사선융합학문을 선도하는 
전문 연구인력 양성

교육과정

편성방향

인체 해부생리학 교육

방사선촬영 실무교육

방사선치료 실무교육

비전리방사선 응용교육

의료방사선 전문인 
교육과정

첨단 방사선기기에 관한 전

문교육

방사선기기 품질관리 실무

환자케어 및 의료서비스

병원연계 임상실습 의무화

방사선동위원소 면허취득

필수과목 교과목 운영

원자력기초이론 연계교육

방사선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방사선융합 전문인 
교육과정

방사선과학 세미나를 통한 

연구마인드 교육운영

방사선 응용공학 및 IT 능력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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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방사선 의학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및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나아가 방사선 과학 및 공학

과의 융합학문 교육을 통해 방사선 융합 특성화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변화하는 미래의 방사선

학은 의학 및 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첨단 융합 기술 학문으로 학문적 지식체계가 변화되고 있는 추세

에 있어 다양한 의료 기술의 요구에 대한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사선 의 과학, 공

학 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데 교육목표를 둔다.

①의료방사선사로서 의료서비스와 첨단 의료 진단 및 치료기기를 다루는 실무 교육

②원자력을 바탕으로 하는 방사선 이론 및 과학을 탐구하는 교육

③방사선 기초공학을 바탕으로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연구중심 교육

④방사선 융합기술 교육을 통한 미래 방사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

다. 특성

의학과 의과학, 의공학의 융합학문으로 접근하고 있는 방사선학은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첨단 방사선 산업기술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기술

과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국제적인 전문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사선 융합 학문으로의 새로운 패러

다임을 추구하고 있다. 첨단 의료 방사선 기술을 주도하는 국제적인 방사선 의료 전문 인력, 첨단 방사선 

과학 및 공학을 주도하는 방사선 의과학자 및 방사선 공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본 학과는 다음과 같은 특

성화된 교육을 실시한다.

①방사선전문면허(방사선사, 방사성동위원소면허) 취득을 위한 방중 특강 프로그램 운영

②방사선의학, 과학 및 공학 학문의 단계별 교과과정 운영

③자기주도형 면허취득을 위한 학과 전용 고시실 운영 

④인성 및 자기개발을 위한 학과 전용 도서관 운영 

⑤학술제 및 학술대회 연구논문 발표를 통한 연구 마인드 함양

⑥학과 동아리 운영을 통한 의료봉사 및 전공 심화능력 배양

라. 발전방향

첨단 의료과학의 미래, 그 중심은 방사선학입니다. 이에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화된 교육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①학과 내 연구소(첨단방사선기술연구소 등) 설립 운영

②학과 내 학술동아리 신설 및 운영

③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실무 중심형 인재 양성

④유관기관(한국방사선학회, 경남방사선사협회, 인근대학 방사선학과)과의 MOU 체결을 통한 지식교류 

활성화

⑤정부 국책연구지원사업(원자력장학생지원사업, 동아리창업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연구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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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방사선학개론 3 3 0 일반수학 3 3 0

 의학용어 2 2 0  　

 인체해부학1 2 2 0 　 　 　 　

 학생활과진로설계(교필) 1 1　 0　

1-2

 방사선환자케어 2 2 0 방사선응용수학 3 3 0

 인체생리학 3 3 0　 일반물리학 3 3 0　

 인체해부학2 2 2 0　 방사선전기전자공학 3　 3　 0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

②보건 직 국가공무원 및 보건소(보건기술직, 행정직 공무원)

③의학연구소, 국내ㆍ외 방사선의료장비 및 의료기기 업체

④의료영상저장전송관련 벤처기업

⑤방사선의료장비 점검 및 관리 기관

⑥방사성동위원소 취급기관

⑦각 기업체의 안전관리분야

⑧항공 산업분야, 원자력산업분야 비파괴검사 회사 및 각 기업체의 안전진단분야

⑨국내외 대학원 진학(의학전문대학원 등)

⑩해외취업

취득자격증

①방사선사 면허

②방사성동위원소 취급 일반면허

③방사성동위원소 취급 감독자면허

④비파괴기사자격증

⑤의공학기(능)사

⑥병원 코디네이터

⑦의무 기록사

⑧정보처리관련자격증

⑨원자력기사자격증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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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방사선영상학실습1 2 0 3　 　 　 　 　

2-1

 방사선물리학 3 3 0　 방사선디지털회로 3 3 0

 방사선생물학 3 3 0　 병리학 2 2 0

 방사선전기전자실험 2 0 4

 방사선영상학실습2　 2　 0　 3　　

2-2

 방사선관리학 3 3 0　 방사선투시영상학실습 2 0 3

 방사선계측학 3 3 0　 방사화학 2 2 0　

 의료영상정보학 3 3 0 원자력관계법령 2 2 0　

 방사선디지털회로실험 2 0 4

 방사선영상학실습3 2 3 0

3-1

 비전리방사선응용학 3 3 0　 의료영상정보학실습 2 0　 4

 방사선시스템제어실습 2 0 3　 방사선혈관영상학실습 2 0 3

 방사선영상학실습4 2 0 3 현장심화과정1 2 0　 0　

 방사선영상기기학 3 3 0 방사선계측실습 2 0　 4

 전산화단층촬영학 3 3 0 　 　 　 　

3-2

 자기공명영상학 3 3 0 방사선해부학실습 2 0 3

 방사선영상처리 2 2 0 초음파영상학실습 2 0 3

 디지털방사선영상학 3 3 0 핵의학실습1 2 0 3　

 영상기기 QC 실습 2 0 3 방사선종양학실습1 2　 0 3　

현장심화과정2　 2　 0　 0　

4-1

 방사선영상처리실습 2 0 3 의학물리학 2 2 0　

 방사선과학세미나 2 2 0 핵의학실습2 2 0 3

 의학영상세미나1 1 1　 4 방사선종양학실습2 2　 0　 3　

 의학영상판독학실습 2 　0 3 　 　 　

 취업전략과 역량강화 1 1 0 　 　 　 　

 사회봉사 2 0 0

4-2

 공중보건학 2 2 0　 방사선영상임상실습 1 0 3

 의료관계법규 2 2 0　 핵의학임상실습 1 0 3

 영상의학세미나2 1 1 0　　방사선종양학임상실습 1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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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인성
교육

1 "Rad 정 나누기 프로그램"
신입생과 지도교수와의 소통의 장 및 정 나누기 워
크샵 형태로 행사 개최

1,2,3,4 "Rad지역문화탐방 프로그램"
학과 전학년 재학생, 학과교수님, 졸업생 및 인근 
병원 방사선학과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 환경정
화 캠페인 및 정보 공유의 장 마련

실용
교육

1,2,3,4 "방사선학과 학술제"

3,4학년이 주체가 되어 연구주제를 정하여 연구한 
논문 및 4학년 임상실습 후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전공심화 교육, 연구 마이더 고취 및 인근 병원 방
사선과 전문가와의 교류의 장 마련

2,3 "방사성동위원소(RI) 스쿨"
2,3학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 RI School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RI  국가고시 면허취득 
및 전공 심화교육과정 운영

4 "방사선사 국가고시 특강"
여름방학 및 2학기 주말에 대학병원 방사선 임상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신 임상사례 및 국가고시 실
기 특강교육 실시

사. 비교과교육과정 

아. 교과목 개요

￭ 방사선학개론 (Introduction of Radiology) 

방사선학 전공을 위한 기초 교과과정으로 물리학적 해석을 통해 진단 방사선학, 치료 방사선학 및 핵의

학 분야의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방사선학 전공교과목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 학습한다.

￭ 의학용어 (Medical Terminology) 

의학 분야를 학습하는데 기본이 되는 의학용어의 정확한 뜻을 익혀 보건의료계통에서 사용되는 의학용어

의 어근, 접미사, 해부학, 증상, 진단 및 치료와 검사용어들을 습득하여 방사선 전공과목의 이해를 증진시

키고 나아가 임상활용의 방법을 교수하여 팀 의료에 능률적으로 적응케 한다. 

￭ 인체해부학 1 (Human Anatomy 1)

보건의료계통의 기초교과목으로 인체구조의 형태적 특성을 계통별로 이해하며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 조직, 기관, 계통 등의 해부학적 명칭과 부위를 학습하여 방사선 진단 및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일반수학 (Calculus) 

방사선학 전공에 필요한 방사선 응용수학인 미분방정식을 배우기 위한 선수 과목으로 함수의 종류와 극

한의 개념,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법 및 방사선 관련이론에 대한 수학적 적용 지식을 학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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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환자케어 (Radiation Patient Care)

보건의료인의 의료서비스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병원 내 환자와의 관계, 직원과의 관계, 방사선환자진

료 및 방사선환자간호를 위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여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인체생리학 (Physiology)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른 생리학적 특성을 학습하여 인체의 기능과 특성을 물리화학적 요인으로 그 

기전을 규명하여 기초의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각 계통별 신체기능에 대하여 습득하게 한다. 

￭ 인체해부학 2 (Human Anatomy 2)

보건의료계통의 기초교과목으로 인체구조의 형태적 특성을 계통별로 이해하며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 조직, 기관, 계통 등의 해부학적 명칭과 부위를 학습하여 방사선 진단 및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방사선영상학실습1 (Practice of Radiographic Imaging 1) 

기초해부학을 기반으로 방사선검사의 종류와 진단에 필요한 영상을 획득하는 과정을 습득하는 과목으로 

일반촬영에서 상지와 하지 및 흉부와 복부, 유방 및 골반검사에 필요한 검사방법을 습득한다.

￭ 방사선응용수학 (Radiation Applied Math) 

방사선 영상 즉, 의료영상의 수리 물리학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미분방정식, 라플라스 변환, 퓨리에 변

환 등의 수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 일반물리학 (General Physics)

 방사선 물리학 전공교육 이수를 하기 위해 일반물리학의 필수적인 내용인 운동의 법칙, 일과 에너지, 열

역학법칙, 빛과 파동 물리, 전자기학, 빛과 물질의 이중성, 원자핵 기초이론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이

론을 학습한다. 

￭ 방사선전기전자공학 (Electric & Electronics Engineering)

전기와 전자에 관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방사선의 발생장치를 이해시키고 제어기기를 효과적으로 조작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방사선물리학 (Physics of Radiation)

원자 물리학을 기초로 하여 방사선이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이용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

을 이해시키기 위해 방사선의 기본적 특성 및 제반 이론을 강의한다.

￭ 방사선생물학 (Radiobiology)

방사선 생물학 일반, 방사선 화학작용, 세포 생존이론 및 타깃 모델, 세포효과와 감수성 및 세포장애의 

회복, 방사선효과의 수식, 조직, 장기의 효과, 전신조사의 급성효과, 발생에 대한 효과, 방사선의 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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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이용, 만발성 장애, 방사선과 환경, 방사선의학의 위험과 혜택 등에 대해 학습한다.

￭ 방사선전기전자실험 (Electric & Electronic Measurement for Radiology)

방사선 발생 장치 및 검출 장치 이해의 기본이 되는 전자공학을 실습을 통하여 이해한다. 또한, 전자공학 

실습을 통하여 계측기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전자 소자의 활용법을 익힌다.

￭ 방사선영상학실습 2 (Practice of Radiographic Imaging 2) 

방사선영상학실습1 교과목에서 배운 기초이론을 기반으로 일반촬영의 팔과 다리, 가슴과 배 및 유방과 

골반계측 검사에 대한 실습을 통해 방사선검사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 방사선디지털회로 (Digital Logic & Circuit for Radiology)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디지털 회로의 기초 부분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원리를 이해하고, 

디지털 시스템의 이해와 분석, 설계에 필요한 개념들을 학습한다.

￭ 병리학 (Pathology) 

인체의 해부학적 특성과 생리학적 특성을 통한 정상조직과 병적조직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질병의 

원인과 질병의 변화단계 및 치유되는 경과 등을 학습함으로써 방사선검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방사선관리학 (Radiation Safety Control)

방사선 장해방어 실무를 배우기 위한 기초 방사선 단위 및 선량평가 방법,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개념, 방사선 장해에 대한 내부 및 외부피폭 방호원칙 및 방사선량 모니터링 실무이론 등을 학습함으로 

의료 및 산업분야에서 방사선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및 동위원소 취급 실무 지식을 학습한다. 

￭ 방사선계측학 (Radiation Detection and Measurement)

방사선 검출 및 측정을 위한 방사선의 양과 단위, 방사선 측정 및 검출의 기초 원리을 습득하고 다양한 

방사선 검출기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 의료영상정보학 (Medical Imaging Information)

X선을 이용한 의료영상의 획득 원리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의료영상의 화질 요소에 대한 기초 개념과 

영상의 화질 평가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 방사선디지털회로실험 (Practice of Digital Circuit for Radiology)

디지털 시스템의 동작원리를 이해, 분석하고 동작원리를 실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 방사선영상학실습3 (Practice of Radiographic Imaging 3)

기초해부학을 기반으로 방사선검사의 종류와 진단에 필요한 영상을 획득하는 과정을 습득하는 과목으로 

일반촬영에서 머리와 척추 및 치아, 턱뼈, 골반, 엉덩이 관절 검사에 필요한 내용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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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투시영상학실습 (Practice of Radiation Fluoroscopic Imaging)

 소화기계통 및 근골격계 검사 시 조영제를 이용한 다른 조직과의 농도 차이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

록 방사선투시기법을 이용한 각종 검사에 대하여 학습한다.

￭ 방사화학 (Radiochemistry)

 핵의학 기술학의 기초가 되는 방사화학 기초이론과 방사선 약품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과 정제기술, 방사 화학적 분석법 등에 대한 이론을 배움으로써 방사선을 이용

하는 여러 분야에서의 화학적 분석 및 처리 능력을 학습한다. 

￭ 원자력관계법령 (Atomic Energy Related Regulation)

 원자력안전법 체계 및 용어 정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법체계, 방사선 장해방어 관련법, 기타 중요

한 사항에 관한 규정, 취급 및 시설기준에 관한 법,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안전관리 기

술기준,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안전관

리 규정에 관한 원자력 안전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 비 전리방사선응용 (Application of Nonionizing Radiation)

비 전리 방사선의 종류와 정의를 학습하고, 레이저, 초음파, 라디오파 등의 비 전리 방사선을 이용한 진

단 및 치료법, 동작원리 및 인제 기전을 이해한다.

￭ 방사선시스템제어실습 (Practice of Radiological System Control)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원리와 활용에 대하여 학습하고, 방사선 시스템에서 적용되어 있는 마이크로프로세

서를 이해한다. 또한, 대표적인 마이크로컨트롤러인 ATmega128을 이용한 실습을 통하여 마이크로프로

세서의 개발환경에 익숙해지고 시스템 제어의 기본지식을 학습한다.

￭ 방사선영상학실습4 (Practice of Radiographic Imaging 4)

방사선 일반 특수촬영 기법을 통한 영상획득 과정을 습득하는 과목으로 일반촬영에서 검사하지 못하는 

특수 검사에 필요한 영상법에 대한 이론 및 촬영 실습을 통해 임상적 지식을 습득한다.

￭ 방사선영상기기학 (Introduction of Radiation Imaging Equipment)

X선을 발생시키기 위한 방사선 발생장치의 구성인 X선관(장치), X선 고전압 장치, X선 제어장치 및 X선 

영상장치의 기본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의 원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

하여 최적의 의료영상 화질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 전산화단층촬영기술학 (Technology of Computed Tomographic Radiography)

전산화단층영상장비를 이용한 방사선 검사 시 전산화 단층영상학의 최신지견과 영상획득의 이론을 학습

하여 질환에 따른 인체부위별 검사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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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상정보학실습 (Practice of medical Imaging Information)

의료영상정보학에서 배운 의료영상의 획득 원리와 의료영상의 화질요소에 대한 기초이론을 실습을 통해 

화질을 평가하고 영상을 해석하는 지식을 습득한다.

￭ 방사선혈관영상학실습 (Practice of Radiation Angiography)

 인체의 혈관검사 시 조영제를 이용한 다른 조직과의 농도 차이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조영제를 

혈관 내에 주입하여 영상으로 만들거나 중재적 시술을 통한 검사 및 시술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 방사선계측실습 (Practice of Radiation Detection & Measurement)

X선 발생장치 및 방사성 동위원소 및 다양한 방사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방사선을 측정하고 측정한 데이

터의 유용성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방사선 검출 원리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검출기 취급기술에 관한 

실험 지식을 습득한다. 

￭ 자기공명영상학 (Technology of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의 기본원리, 자화의 이완, 스핀에코와 경사자장 에코, 영상화 과정, MR 영상화 파라미터, 펄스시퀀

스, MR 유속현상, 자장의 특성과 MR 조영제, MR 인공물, MRI 장비 및 설치, MR의 생물학적 효과와 안

전, 최신 영상 기법, 영상분석, MR의 해부학적 분석 등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학습한다.

￭ 방사선영상처리(Radiographic Image Processing)

정보처리기술을 인체에 적용시켜 해부생리학적, 병리 조직학적, 기능 형태학적 정보를 영상으로 나타내기 

위한 각종 의용화상의 기초 지식 및 화상평가에 필요한 해석 기술을 학습하도록 한다.

￭ 디지털방사선영상학(Digital Radiography)

디지털 방사선 검출 기술에 대한 이해와 디지털 영상의 개념, 디지털 영상처리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

하고, 디지털 의료영상의 화질 평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 영상기기QC실습 (Practice of Imaging Device QC)

진단용 영상장치의 관리방법을 숙지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QC 방법을 실

습을 통하여 학습한다.

￭ 방사선해부학실습 (Practice of Radiographic Anatomy)

인체해부, 생리, 병리학의 지식을 기초로 하여 각종 영상의학 검사의 영상(X선검사, 초음파검사, 자기공

명영상검사, 전산화단층영상검사, 기타 특수검사)을 이해하고 방사선학적 해부에 대하여 인체구조와 관련

시켜 이해하고 학습한다. 

￭ 초음파영상학실습 (Practice of Ultrasonic lmaging)

초음파의 물리적인 특성과 진단의 원리를 파악하여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음파검사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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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의학실습1 (Practice of Nuclear Medicine 1)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인체의 기능과 질병을 검출하기 위하여 방사선 동위원소를 체내에 주입하여 목적 

장기 내에 분포된 추적자들을 각종 핵의학 장치를 이용, 체외계측, 기록하고 시료를 통한 정량적 분석 과

정을 학습한다. 

￭ 방사선종양학실습1 (Practice of Radiation Therapy 1)

방사선종양학의 기초이론 및 각종 질환별 치료계획, 치료선량의 측정, 조사기술, 각종 치료장치 및 관련

기기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 방사선영상처리실습 (Practice of Radiographic Image Processing)

병원의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PACS를 이해하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영상

처리 기법을 학습하여, 디지털의료영상이미지의 처리 방법을 이해한다.

￭ 방사선과학세미나 (Radiological Science Seminar)

방사선학에 관련된 연구논문 및 자료수집과 그를 연구, 분석하여 발표하며, 논문작성 방법에 관하여 학습

하여 최종적으로 방사선 관련 논문을 제출하여 방사선학의 창의적 실험 및 연구능력을 배양한다.

￭ 의학영상세미나1 (Medical Imaging Seminar 1)

방사선 진단영상과 관련한 각종 연구논문과 사례를 통한 방사선영상에 대한 해석과 방사선 기술 분야의 

지식습득 및 논문작성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한다. 

￭ 의학영상 판독학 실습 (Practice of Medical Image Reading)

의료영상에 나타난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질환에 따른 구조의 변형 등을 판독하는 학습을 한다.

￭ 의학물리학 (Medical Physics)

 물리적인 원리를 통하여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생리현상들을 정량적으로 해석하다. 

현대의 과학 기술이 어떻게 의학에 응용되는지 이해하고, 진단 및 치료용 의료기기의 설계 및 동작원

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배운다.

￭ 핵의학실습2 (Practice of Nuclear Medicine 1)

핵의학실습1에서 배운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핵의학 진단촬영 최신기법 및 장비의 이론적 원리를 배우고, 

임상에서의 적용되는 사례를 배움으로써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 최신기술을 학습한다. 

￭ 방사선종양학실습2 (Practice of Radiation Therapy 1)

방사선 종양학실습1에서 배운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최신 방사선 치료 장비의 원리 및 임상 치료기법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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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장애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제 요인을 확인하고 이것을 제거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여 사회 전반의 안정 상태를 이룩하기 위하여 개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한다. 

￭ 의료관계법규 (Health & Medical Laws)

의료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고, 의료기사인 방사선사에 대한 의료기사법에 대한 세부 법령을 학

습함으로써 현장 실무 행정능력을 배운다.

￭ 의학영상세미나 2 (Medical Imaging Seminar 2)

방사선 종양학 및 치료학 관련 각종 연구논문과 사례를 통한 방사선영상에 대한 해석과 방사선 기술 분

야의 지식습득 및 논문작성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한다. 

￭ 방사선영상임상실습 (Clinical Practice of General Radiation Imaging)

방사선검사의 기본적인 검사라 할 수 있는 일반진단, 투시 및 혈관촬영 검사를 이해하고 방사선검사에서 

이루어지는 과정과 병원 임상실습을 통해 일반진단장비의 취급과 방사선검사 및 환자관리에 대해 학습한

다.

￭ 핵의학임상실습 (Clinical Practice of Nuclear Medicine)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인체의 기능과 질병을 검출하기 위하여 방사성의 약품의 종류별 반감기와 친화성 

그리고 검사기법등을 병원 임상실습을 통해 최신지견과 환자검사방법에 대한 학습한다.

￭ 방사선종양학임상실습 (Clinical Practice of Radiation Oncology)

현대의학에서 암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에 대하여 이해하고 방사선치료에 대하

여 방사선사로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생물학적, 물리적, 임상적 지식을 이해한다. 또한 병원 임

상실습을 통해 방사선 치료에 사용하는 장치들의 기능과 정도 관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실습을 통한 학습

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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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가. 교육체계도

교육철학
성실, 창의, 봉사정신이 풍부한 글로벌 간호사가 되도록 교육한다.

통합적 문제해결능력과 전문직 간호직업관을 갖춘 간호사가 되도록 교육한다. 

인 재 상 인류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화, 정보화, 세계화가 가능한 인재양성

교육과정

편성방향

간호학기초 및 

기초간학학

임상간호

기초간호과학, 기본간호학, 건강사정, 비판적사고, 간호철학 및 

윤리, 재활간호, 간호학기초사회심리, 인간성장발달, 인간관계

와 의사소통, 간호임상영어, 국제간호영어몰입 프로그램

성인간호학 및 실습, 아동간호학 및 실습, 여성건강간호학 및 

실습, 지역사회간호학 및 실습, 정신간호학 및 실습, 간호관리

학 및 실습, 통합간호실습

교육목표

임상과 지역사회에서 전인간호를 실천하고 의사소통과 국제적 역량을 

갖춘 숙련된 간호 인력을 양성한다. 

전인간호 능력 향상 통합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
소통 능력 향상 국제적 감각능력 향상
자기주도적 전문직관 확립 근거기반 간호실무연구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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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성실, 창의, 봉사를 바탕으로 인간, 건강, 환경, 간호의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며 간호대상자의 안녕과 복

지를 우선으로 구현하는 능력과 가치관을 정립한다. 

①대상자의 건강 유지, 증진, 질병예방 및 회복에 필요한 간호지식을 습득한다.

②간호현장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임상 기술을 익히고 제공한다.

③비판적 사고를 통한 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

④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전인간호를 수행한다.

⑤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국제적 역량을 지닌 간호사전문인의 리더십을 익힌다.

⑥보건의료인과 상호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상호 협력한다.

⑦윤리적 규범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전문직 간호직업관을 확립한다.

⑧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하여 간호연구를 익히고 수행한다.

⑨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구급안전의 효율적인 기술을 익히고 수행한다. 

다. 특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보건ㆍ의료 영역에서의 전문화, 정보화, 세계화를 위한 인재의 양성을 위해 외국어 및 

의료정보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국제적 간호리더로서 활동함은 물론 지역사회 뿐 만 아니라 국가적 · 국

제적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연마하고 준비하도록 학습을 유도할 것임.

①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1인 1개국 이상의 외국어 능력배양 

②의료정보능력 강화

③다양한 임상실습현장 확보

④응급처치 및 안전관리 대처능력과정 운영

⑤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⑥간호학과 학술제 

⑦평생지도 교수제 

라. 발전방향

정보화 및 국제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중점적으로 운

영한다.

①인성교육 및 인간관계 형성 능력 배양

②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외국어 구사능력의 배양

③이론과 임상실무를 겸비한 지식 습득

④이론에 바탕을 둔 임상실습교육 강화로 전문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습득

⑤국제적ㆍ전인적인 간호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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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대학생활과 진로설계(교필) 1 1 0 간호철학 및 윤리 2 2 0

건강과 운동(교필) 2 2 0

간호기초영어(교필) 2 2 0

인간성장발달(교필) 2 2 0

기초간호사회심리학(교필) 2 2 0

1-2

취업전략과 역량강화(교필) 1 1 0

사회봉사(교필) 2 0 0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교필) 2 2 0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교
필)

2 2 0

간호학개론 2 2 0

기초간호과학Ⅰ(1) 3 3 0

2-1

비판적사고(교필) 2 2 0 보건교육학 2 2 0

기본간호학(1) 2 2 0 영양과 식이요법 2 2 0

기본간호학실습(1) 1 0 2 현장실무실습I 2 0 0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국내간호사

②외국간호사

③간호직공무원

④보건직공무원

⑤조산사

⑥보험심사간호사

⑦산업 간호사

⑧간호장교 

취득자격증 

①간호사

②보건교육사

③조산사

④전문 간호사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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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기초간호과학I(2) 3 3 0

기초간호과학II 2 2 0

2-2

기초간호과학III 2 2 0 재활간호 2 2 0

기초간호과학IV 2 2 0 현장실무실습II 2 0 0

기본간호학(2) 2 2 0

건강사정 1 1 0

성인간호학(1) 2 2 0

기본간호학실습(2) 2 0 2

건강사정실습 2 0 2

간호연구조사방법론 2 2 0

3-1

성인간호학(2) 2 2 0

아동청소년간호학(1) 2 2 0

여성건강간호학(1) 2 2 0

정신간호학(1) 2 2 0

지역사회간호학(1) 2 2 0

성인간호학실습(1) 2 0 6

아동청소년간호학실습(1) 1 0 3

여성건강간호학실습(1) 1 0 3

정신건강간호학실습(1) 1 0 3

지역사회간호학실습(1) 1 0 3

3-2

성인간호학(3) 2 2 0 전인간호실습 2 0 2

아동청소년간호학(2) 2 2 0

여성건강간호학(2) 2 2 0

지역사회간호학(2) 2 2 0

3-2

 성인간호학실습(2) 2 0 6

아동청소년간호학실습(2) 2 0 6

 여성건강간호학실습(2) 2 0 6

4-1

 성인간호학(4) 2 2 0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2 2 0

 지역사회간호학(3) 1 1 0 간호임상영어 1 1 0

 정신간호학(2) 2 2 0

 간호관리학(1) 2 2 0

 성인간호학실습(3) 2 0 6

 지역사회간호학실습(2) 2 0 6

 정신간호학실습(2) 2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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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4-2

 보건의료법규 2 2 0 졸업시험 p 0 0

 노인간호학 2 2 0 영적간호 2 2 0

 성인간호학(5) 2 2 0 통합간호실습 2 0 6

 정신간호학(3) 1 1 0

 간호관리학(2) 1 1 0

 성인간호학실습(4) 1 0 3

 간호관리학실습(1) 1 0 3

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인성
교육

1,2,3 신입생오리엔테이션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수 및 2, 3학년이 대학생활적
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1,2,3,4 지역문화탐방 1,2,3,4학년 지역문화탐방

1,2,3,4 나이팅게일선서식
3학년의 임상실습 전 나이팅게일선서식을 위해 전 
학년이 나이티게일의 정신을 함양 

1,2,3,4 멘토링제
선후배간의 mentorship을 활용 고학년 학생이 저
학년 학생의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1,2,3,4 대동제 축제를 통해 건전한 공동체 의식함양

1,2,3,4 성년의날 성년이 되는 학생에게 축하 및 책임감 등 고취 

1,2,3,4 편지쓰기 군대교우, 스승, 부모에 편지쓰기

1,2,3,4 스승의날
5월 스승의 날 전체학생이 모여서 교수와 학생 간
의 간사와 학과에 대한 소속감 고취 

1,2,3,4 마음으로보는 세상
1년 2회(5월,9월) 자매병원 한마음병원과 함께 봉
사활동

1,2,3,4 체육대회
2학기 첫 주에 학과체육대회를 통해 학과 단합, 건
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함양

졸업생  home coming day
11월 마지막주 금요일 졸업생이 학과를 방문하여 
선후배간에 교류 

3 졸업여행
대학생활을 마무리하고 협력과 다양한 경험을 위해 
실시 

1,2,3,4 4학년 졸업식 2월 4학년 졸업식을 전 학년이 참석하여 

실용
교육

1 한마음병원투어 3월 신입생은 자매병원인 한마음병원견학

2
경북대학교 기초과학 실
습

5월 경북대학교해부제 참석 및 기초과학실습

실용
교육

2 경북대학교병원job투어링 5월 경북대학교 병원 견학

1,2,3,4 응급처치전문가과정 응급처치전문가자격증 위득과정 

사. 비교과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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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1,2,3,4 응급처치강사과정 응급처치강사자격증 취득과정

1,2,3,4 학술제
2학년이 5개 조로 나누어 논문발표 및 최신간호 
및 이슈에 관한 정보교류 

1,2,3,4 전문가특강 산업체 전문가를 초청 특강 및 진로상담 

1,2,3,4 병원코디네이트과정 병원코디네이트 자격증 취득과정

1 레크리에이션 강사
원할한 노인병동 및 정신건강 실습 등을 위해 레크
레이션강사 자격증 취득과정

4 취업을 위한 모의면접 취업을 위해 모의면접을 실시하여 역량강화

아. 교과목 개요

￭ 간호기초영어 (Basic Nursing English)

 간호학 전공자로서 간호현장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학 및 간호학 용어 사용과 관련한 의사소

통 능력, 영어원서를 읽을 수 있는 독서능력 함양, TOEIC 등 공인 영어능력 성적 획득, 미국 

NCLEX-RN 면허 취득 등 미국의료기관에서 요구하는 영어능력 및 간호지식습득을 위한 기초능력을 준

비하는 기초 바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한다. 

￭ 기초간호사회심리학 (Basic Nursing Socio-Psychology) 

 간호현장에 있는 인간을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해 간호실제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사회, 문화, 심리학의 

이론들을 학습한다.

￭ 인간성장발달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인간의 성장,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현상을 이해하고 각 발달기에서 성취되어야 할 발달 과제를 이해함

으로써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 건강과 운동 (Health & Exercise)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교육과 이를 위한 조직적, 경제적, 환경적 차원에서의 지지를 제공하여, 사람들

이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과학이다. 건강증진 개념과 

이론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 수행, 평가의 원리와 사례를 파악하여, 건강증진 사업의 핵심이 되는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와 사고예방법을 실무에 유용하도록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건강증진

의 주요접근인 보건교육의 원리와 건강정보를 쉽게 활용하여 효과적인 건강증진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과목이다.

￭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Safety Management & Emergency Care)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정확하게판단하고 그

에 따른 적절한 응급조치 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익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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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Interpersonal Relationship & Communications in Nursing )

 커뮤니케이션 및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감 있는 간호사로서 간호현장에서 치료적 인

간관계를 실천할 수 있게 한다. 환자와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바람직한 의료업무 수행을 위하

여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기술을 기본으로 인간관계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치료적 의사소통의 이론 및 

실제를 학습한다.

￭ 기초간호과학I(1) (Biological Nursing I(I) /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조직, 기관, 계통에 대한 기초지식을 간호학적 용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나아가 인체의 각 구조를 기능과 연관 지어 설명함으로써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관된 통합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 기초간호과학I(2) (Biological Nursing I(2) /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생체의 구조와 기능을 분자수준, 세포, 기관 및 기관계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통합된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 환경에서 나타나는 생체반응을 이해함으로써 생체의 내적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전을 설명

한다.

￭ 기초간호과학II (Biological Nursing II / Pathogenic Microbiology)

인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 생화학적 특성, 발병기전 면역학적 특성 등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간

호미생물학을 통하여 미생물과 인체 및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학습하고 미생물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을 

이해하며, 멸균법, 소독법, 화학요법, 예방접종법 및 감염환자 간호에 관한 기본지식을 학습한다.

￭ 기초간호과학III (Biological Nursing III / Pathophysiology)

질병에 관한 기초간호학 과목으로서 질병의 본질, 질병의 원인, 질병의 진행과정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

다. 본 교과목은 인체 질병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 발생기전, 형태학적 소견 및 합병되는 병변들을 공부

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예후 판정의 개념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고자 함이다.

￭ 기초간호과학IV (Biological Nursing IV / Mechanisims & Effects of Drug)

약물이 생체 내에 투입되었을 때 그 약물로 인하여 일어나는 생체현상의 변화를 연구하고, 나아가서 질

병 진단,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약물을 응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학문이다. 간호학

과 학생들에게 약리작용 원리에 입각한 약물사용과 간호 관리 및 약물의 임상응용에 대해 강의하며, 각 

약물의 화학적 특성, 대사, 작용기전, 약리학적 효과 및 유해 작용에 대한 지식을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 간호학개론 (Introduction to Nursing Science )

간호학을 이해하기 위한 입문과목으로서 간호 및 실무와 관련되는 주요개념인 인간, 건강, 환경에 대한 

소개와 간호 실무에 기본이 되는 개념을 소개하여 간호학 전반에 대한 개념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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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간호학(1)(2) (Basic Nursing (1)ㆍ(2))

간호의 기본개념, 무균술 및 감염관리, 간호과정을 이해하고 안위와 수면요구, 산소화 요구, 활동요구, 안

전유지 요구, 인간의 기본적 요구, 치료적 처치 원리, 임종간호에 초점을 두며, 통증관리, 배뇨와 배변 요

구, 영양과 성 요구, 투약관리의 원칙과 투약과 관련된 지식, 상처관리, 그리고 수술 전, 후 간호를 학습

한다. 

￭ 기본간호학실습(1)(2) (Basic Nursing Skills and Techniques (1)ㆍ(2))

간호의 기본개념, 무균술 및 감염관리, 안위와 수면요구, 산소화요구, 활동요구, 안전유지 요구, 통증관리, 

배뇨와 배변요구, 산소화 요구, 영양과 성 요구, 투약관리, 상처관리, 그리고 수술 전, 후 간호를 실습한

다. 

￭ 건강사정 및 실습 (Health Assessment and Practice )

건강사정은 간호 과정의 첫 단계인 간호사정(assessment)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배우고 실습하는 과

목이다. 학생들은 본 강좌를 통해 인체의 해부 생리를 이해를 바탕으로 인체의 각 부분 및 연령별 특성

에 따른 간호력 및 신체검진을 수행하여 대상자의 건강상태의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건상 상태를 사정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며, 신체 검진에 

의한 간호사정을 통해 인체의 주요기관의 상태를 사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간호연구조사방법론 (Nursing Research & Research Methodology)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연구과정을 습득하고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봄으로서 연구수행능력을 준비하며, 

보건통계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간호학 연구와 각종 보건사업의 설계방법, 자료수집, 컴퓨터 통계패키

지를 이용한 자료 분석 및 평가의 전 과정에 통계적 지식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간호와 

관련된 현상을 파악 분류하고 그 현상을 설명, 이해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학습하고 본 강좌를 통해 간

호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간호연구논문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재활간호 (rehabilitation of Nursing)

만성질환의 특징과 종류에 따른 특수한 간호문제와 중재법의 이해, 그리고 장애상태에 있는 대상자의 간

호중재를 위한 일반적 재활 간호법과 특수한 재활간호법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본 강좌를 통해 학생은 

만성 환자와 재활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간호중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른다.

￭ 영양과 식이요법 (Clinical Nutrition & Diet )

간호에 필요한 영양의 개념을 정립하고, 성장발달단계(아동, 모성, 성인, 노인) 등에 따른 영양문제, 그리

고 건강문제에 따른 영양과 간호의 관계를 규명한다. 또한 건강문제에 따라 간호대상자의 건강회복을 돕

고, 나아가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할 수 있는 식이요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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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철학 및 윤리 (Nursing Ethics & Professionalism )

간호의 역사적, 철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현대 간호의 가치, 이념, 목적 및 역할을 학습하며, 간

호의 3대 요소, 간호대상자, 건강의 본질, 그리고 국내외 전문 간호사 제도 현황, 법적근거, 관련정책에 

관한 이슈를 학습한다.

￭ 보건교육론 (Health Education)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학교인구의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과 실천이 성취될 수 있도록 보건교육 하는 과

목이다. 이 교과는 원론적인 보건교육과학의 이해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성인간호학 (1) (Adult Nursing(1)) 

인체의 산소요구와 관련된 정상과 비정상 요구를 구분하고, 산소 요구에 영향하는 요인을 파악하며, 개인

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간호 조정 방법을 학습한다. 

￭ 성인간호학(2) (Adult Nursing(2)) 

성인의 영양장애 대상자, 간, 담도계 장애 대상자 및 근골격계 장애 대상자와 관련된 정상과 비정상 상태

를 구별하고, 이에 영향하는 제요인 을 파악하며, 성인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간호조정 방법을 학습한

다. 

￭ 성인간호학실습(1)-(4) (Adult Nursing practice (l)-(4))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성인의 급성건강문제와 이에 영향하는 제 요인을 사정하고 조정하며, 건강유지 증

진 및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 간호과정을 적용한다. 

￭ 아동청소년간호학(1) (Pediatric Nursing(1)) 

아동간호의 본질을 이해하고, 가족중심의 관점에서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 및 발달단계별 건강요구와 간

호문제를 확인하며, 비판적 사고능력과 과학적 간호 원리에 근거한 통합적 간호접근방법을 학습한다. 

￭ 아동청소년간호학실습(1)(2) (Pediatric Nursing Practice(1)(2)) 

간호실무 현장에서 신생아 및 아동의 질병회복,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전문적 간호역 할 수행을 위하

여, 효율적 의사소통을 통한 치료적 돌봄 관계를 형성하며, 비판적 사고 및 과학적 간호 원리를 근거로 

통합적 간호접근을 수행한다. 

￭ 여성건강간호학(1) (Maternity and Gynecologic Nursing (1)) 

생식주기에 있는 여성의 정상 생식관련 해부 생리 및 성(sexuality)을 학습하고, 임신, 분 만, 산욕과 관련된 

정산적인 생식주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성과 가족의 간호요구를 사정 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여성건강간호학실습(1)(2) (Maternity and Gynecologic Nursing Practice(1)(2)) 

여성의 생식기 건강과 질병, 임신, 분만, 산욕과정과 관련된 여성과 가족의 간호요구를 사정, 진단 계획하

고 이를 중재하는 간호과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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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1) (Community Health Nursing(1)) 

지역사회와 인간생활의 관계를 이해하고, 역학이론, 기능이론, 체계이론에 의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비교

하여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보건복지, 교통안전환경체계와 건강과의 관계를 습득

한다. 

￭ 지역사회간호학실습(1)(2) (Community Health Nursing Practice(1)(2))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인 보건소, 가족간호 및 산업장 단위의 

건강 문제 사정과 간호계획 수행 및 결과평가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역사회 간호의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간호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호과정을 개인, 가족, 집

단, 지역사회에 적용하여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정신간호학(1)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1))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과정을 통해 정신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정신 건강 간호

의 개념과 이론적 관점에 초점을 두며, 정신간호 실무의 원리를 이해한다.

￭ 정신간호학실습(1)(2)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인간의 행동 반응에 기초를 두며, 간호 과정 적용에 필요한 임상 실습을 강조하

며, 특히 간호사-환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한 자료수집에 기초를 둔 성인 정신과 환자의 사정 및 중재 방

법에 초점을 둔다. 

￭ 성인간호학(3) (Adult Nursing (3)) 

성인의 산소공급과 심혈관기능과 관련된 정상과 비정상 상태를 구별하고, 이에 영향하는 제 요인을 파악

하며, 개인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간호과정을 학습한다. 

￭ 아동청소년간호학(2) (Pediatric Nursing (2))

아동기 건강문제에 대한 병태생리, 임상증상 및 징후, 치료적 관리, 간호중재 및 건강문 제에 대한 아동

과 가족의 반응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능력과 과학적 간호 원리에 근거하여 아동과 그 가족의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 간호접근방법을 학습한다. 

￭ 여성건강간호학(2) (Maternity and Gynecologic Nursing (2)) 

고위험 임신, 분만, 산욕 과정과 관련된 건강문제와 여성생식기 건강 문제를 가진 여성과 가족의 간호 요

구를 사정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지역사회간호학(2) (Community Health Nursing(2)) 

지역사회의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간호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호이론 및 방법을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에 적용하여 질병예방, 건강유지,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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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간호실습 (Comprehensive Nursing & Practice)

여러 과목의 지식, 기술, 전문직 행동을 통합하여 필요한 지식과 수기를 자율적으로 습득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과목이다. 임상실무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기반으로 

작성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소집단으로 구성된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문제분석,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 

등 논리적 인사과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연습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실제 임상현장에서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평생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 성인간호학(4) (Adult Nursing (4)) 

성인의 산소 요구, 운동·휴식 요구, 감각 요구와 관련된 정상과 비정상 상태를 구별하고, 이에 영향하는 

제 요인을 파악하며, 성인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간호과정을 학습한다. 

￭ 성인간호학(5) (Adult Nursing (5)) 

성인의 피부계 대상자, 화상대상자, 감각기계 대상자의 정상과 비정상 상태를 구별하고, 이에 영향하는 

제 요인을 파악하며, 성인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간호과정을 학습한다. 

￭ 지역사회간호학(3) (Community Health Nursing (3))

지역사회 대상자의 적정기능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이를 지역사회, 가족 및 

개인 건강관리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지역사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 간호 사업의 기획과 평가, 건강증진, 보건교육, 학교 보건의 이론과 실무를 학습하고 지역사회 현장

에서 이를 적용한다.

￭ 정신간호학(3)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 

 정신 건강 및 질병과 관련된 환자의 건강 증진 및 유지, 질병 예방, 회복 및 재활을 위한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내·외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전체적인 인간으로서 행동 반응을 이해하고 행동 장애와 관련된 

간호 중재 방법을 강조한다. 

￭ 간호관리학(1) (Nursing Management (1))

다양한 건강기관이나 간호조직에서 간호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며 관리계층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 

기술과 협동심, 및 직업적 윤리관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전문직 간호사의 

리더로서의 역할과 태도, 간호 관리의 기본개념, 관련이론 및 간호 관리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리기술과 기

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Health Promotional Program Developement & Evaluation)

건강증진 개념과 이론을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 수행, 평가의 원리와 사례를 파악하여, 건강증진 사업의 

핵심이 되는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사고예방 등 질병예방보다는 건강증진에 초점을 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공보건기관의 건강증진 사업, 지역사회보건, 학교 보건, 사업장에서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수행 할 수 있다.



432

￭ 보건의료법규 (Public Health Law) 

간호사국가시험과 관련된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염병 예방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국민건강보험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국민건강 증진

법을 포함한다. 

￭ 영적간호 (Spiritual Nursing)

영적간호는 영적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간호대상자에게 내재된 영적 힘을 발휘하게 하여 스스로 건강문제

를 극복하고 회복하도록 지지하는 과목이다. 영적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

으로 인간 존중의 정신을 간호행위에 통합함으로써 최적의 안녕상태를 유지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통합간호실습 (Intergrated Clinical Nursing Practice)

간호대상자를 전인으로서 이해하고 간호현장에서 환자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간호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임상간호현장에서 적용하므로 써 통합적으로 임상실무에 적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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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공학과

가. 교육목표

교육철학
“실천적 사랑과 봉사활동을 기반으로 한 자연과 생명사랑의 정신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자 사람”

“실용적 국제화를 선도하는 창조적 인재가 되도록 교육하자”

인 재 상
“정직하고 성실한 공학자의 윤리의식과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BT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교육목표

도전적이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글로벌 제약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양성 교육

도전, 창의적, 인재 양성 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

교육과정

편성방향

제약+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한융ㆍ복합 교육

의약품학 기초 및 전공교육

도전, 창의적 교육과정
제약산업에 적합한 실무교육

신약,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제제 공학 기술

생물 의약품, 천연물 신약 

제조 기술 전문가, 고부가가

치 기능성 화장품 제조 전문

가 양성교육

글로벌 교육과정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산

업체 맞춤형 교육

세계의 동향과 함께하는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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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우리 대학교 건학정신인 사랑과 봉사 정신을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 실용교육, 인재교육을 실천하고, 국

제화시대에 적합한 BT분야의 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해 설립된 본대학교의 제약공학과는 21세기 국가성

장 동력산업 중 하나인 의약관련 산업 중에서도 주요 분야인 신약개발과 의약품 생산 공정, 생물의약품

(biological pharmaceuticals), 기능성식품(neutraceuticals), 화장품(cosmetics)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전문 응용공학기술자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실용적 국제화를 선도하는 창조적 인재양성 이라는 우

리 대학교의 사명에 부합하는 현대적 패러다임에 알맞은 실용적인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이러한 전문인

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제약 산업, 화장품산업, 건강식품산업 전문가로서의 위상 정립을 목표로 한다. 

①제약관련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의약품학 기초 및 전공교육 

②제약 산업에 적합한 실무능력배양신약

③글로벌 제약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양성 교육

④도전적이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력양성 

⑤의약품, 한방제제 및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다. 특성

세계시장의 단일화로 첨단 분야인 의생명 관련 산업 중에서도 주요 분야인 질 높은 신약개발과 의약품 

생산 공정, 품질관리와 화장품제조 및 마케팅 등의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수요가 날로 증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 학과는 다음과 같은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①의약품학 기초 및 전공교육 

②신약,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제제 공학 기술 접목 

③의생명과 연관된 BT기술 접목 

④의약품, 한방제제 및 화장품 산업 활성화 

⑤국내, 외 유수 제약회사 및 연구소와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교육과 산업체 현장실습 및 취

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확립

라. 발전방향

제약공학과에서는 학문의 융합 발전 추세에 발맞추어, 기초약학, 생명과학, 화학의 기초 위에 산업체가 

요구하는 응용학문 분야를 결합하여 국내 제약 산업의 발전과 혁신 및 산학협동을 추구하는 내용을 교육

의 발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①경상남도 내 바이오 기관 및 산업체와 연계한 제약공학 실습 기회 마련

②GCP/GLP, GMP 및 공정벨리데이션 그리고 의약품 마케팅/유통학 등의 현장 밀착형 과정을 편성

③생물 의약품, 천연물 신약 제조 기술 전문가, 고부가가치 기능성 화장품 제조 전문가 양성

④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및 기준에 적합한 제조과정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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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일반생물학l 3 3 0

일반화학l 3 3 0

기능성식품학 3 3 0

향장공학l 3 3 0

1-2
제약공학개론 3 3 0 일반생물학 ll 및 실습 3 2 2

일반화학 ll 및 실습 3 2 2

2-1
약리학I 3 3 0 물리학 3 3 0

향장공학 ll 및 실습 3 1 2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제약공학 연관 분야 대학교수

②제약의학자, 제약 생산 및 공정관리자

③제약 유통 관리자

④의약정보 담당자

⑤기타 제약연관 업무분야의 전문가

⑥임상연구코디네이터

⑦임상시험통계 및 데이터 관리자

⑧임상분야 전문가

⑨화장품의 연구 개발

⑩화장품 생산 및 공정관리자

⑪화장품 유통 관리자

⑫화장품 학술 마케팅 및 교육 강사

⑬기타 화장품 연관 업무분야의 전문가 

취득자격증

①의약정보사

②생명정보 관리사

③위생사

④유통관리사

⑤화학분석사

⑥변리사 등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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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인성
교육

1,2,3,4 축구동아리 “ 양반" 축구 및 풋살 운동을 통한 체력 향상 및 친목도모

1,2,3,4 학교생활 지침교육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 및 예절교육

1,2,3,4 종강모임 매학기 종강 시 친목도모

1,2,3,4 스스의 날 행사 학생과 교수와의 친목도모

1,2,3,4 MT 학생과 교수와의 친목도모 및 결속력 강화

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인체생리학 3 3 0

약품미생물학 3 3 0

약용식물학 및 실습 3 1 2

2-2

약리학ll 3 3 0

품질관리학 3 3 0

생물의약품학 3 3 0

기능성화장품학 및 실습 3 1 2

약국경영과 회계학 3 3 0

유기화학l 3 3 0

3-1

분석화학 3 3 0 유기화학ll 3 3 0

독성학 및 실습 3 2 2 효소학 3 3 0

생화학l 3 3 0

생화학ll 3 3 0

3-2

제제공학 3 3 0

세포공학 및 실습 3 2 2

의약품합성학 3 3 0

생약학 3 3 0

발효공학 3 3 0

천연물화학 3 3 0

4-1

제약마케팅개론 3 3 0

약사/보건의료관계 법규 3 3 0

유전공학 3 3 0

4-2

논문작성법 3 3 0

면역학 3 3 0

GMP 및 validation 3 3 0

사. 비교과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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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실용
교육

1,2,3,4 실험실안전교육 실험실습 과목 수행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1,2,3,4 실험동물 취급교육 실험동물 관리에 대한 교육 및 안전교육

관심학생 MEGA MD 초청특강 PEET 지원자를 위한 특강

관심학
생

정부과제 연구원 참여
지도교수의 정부과제 수행 시 참여 연구원으로 활동
하여 다양한 실험 및 보고서 작성 요령 습득 및 교육

3 해외문화탐방 해외 문화 및 선진 기술 습득 및 친목도모

4 잡투어링 제약회사 생산시설 견학 및 채용 요건 파악

3 한방의학 체험 탐방시행 3학년을 대상으로 한방의학 체험 실시함

3 효소 체험 탐방시행 3학년을 대상으로 효소 체험 실시

1,2,3,4
MR(의약정보사) 자격취
득 특강계획

의약정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아. 교과목 개요

￭ 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생명현상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현상의 일반개념인 세포, 조직, 기관의 구조, 기

능 등을 배운다.

￭ 일반화학 (General Chemistry)

의약품 및 기능성 소재의 유효성분 등은 화학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공학에서 일반화학은 필수적이다. 

물질의 성질, 결합과 반응, 반응 평형 등 물질에 일어나는 화학의 기본원리와 화학적 방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 기능성식품학 (Funtional Food Science)

기능성 식품의 영양학적 관점에서 더 나아가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치료 기능을 갖는 식품 및 소재를 

개발하고 약리 작용 및 방어 기전 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학문이다. 

￭ 향장공학 I (Cosmetics I)

화장품의 주된 역할을 피부를 꾸미는 것이나, 피부노화나 기미, 주근깨 같은 피부대사성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도 가지는데, 21세기의 화장품은 이런 치료의 목적에 더 큰 의미를 둔다. 이 학문에서는 피부구조, 

피부노화대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를 위한 방법을 익힌다.

￭ 제약공학개론 (Introduction to Pharmaceutical Engineering)

제약 산업의 역사와 발전과정 및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 각종 의약품의 제조공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

도록 하며, 신약개발의 미래와 제약공학도의 역할에 대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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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생물학 II 및 실험 (General Biology II and Experiment)

생명현상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현상의 일반개념인 세포, 조직, 기관의 구조, 기

능 등을 실험을 통하여 배운다. 또한 가장 작은 생명체인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이들의 생리를 파

악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한다. 

￭ 일반화학 II 및 실험 (General chemistry II and Experiment)

의약품 및 기능성 소재의 유효성분 등은 화학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공학에서 일반화학은 필수적

이다. 물질의 성질, 결합과 반응, 반응 평형 등 물질에 일어나는 화학의 기본원리와 화학적 방법을 실험

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 약리학 (Phamacology)

약물에 의하여 야기되는 생체현상의 변화 및 약물자체의 생체 내 운명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동물실험에 

기초한 약의 효과와 기능을 강의한다. 

￭ 물리학 (Physics)

제약공학에 필요한 일반적인 일반물리학 의 기초적인 지식을 익힌다. 

￭ 향장공학 II 및 실습 (Cosmetic Process II and Practice)

화장품의 주된 역할을 피부를 꾸미는 것이나, 피부노화나 기미, 주근깨 같은 피부대사성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도 가지는데, 21세기의 화장품은 이런 치료의 목적에 더 큰 의미를 둔다. 화장품의 제조 과정과 주

의 점에 대하여 공부하고 화장품의 물성에 맞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기술에 대하여 배운다.

￭ 인체생리학 (Human Physiology)

세포막의 물질이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신경세포와 세포막 흥분성, 자율신경, 감각 및 운동신경, 뇌의 고등

기능, 근육 생리, 혈액 생리, 심장 생리, 순환 생리, 호흡 생리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체액 및 

전해질 조절, 위장관 생리, 내분비와 생식, 에너지대사와 체온조절 등의 지식을 익힌다.

￭ 약품 미생물학 (Pharmaceutical Microbiology)

미생물의 역사, 미세구조 및 기능, 분류, 배양법, 살균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기초지식을 강의하고, 제

약 산업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미생물과 질병관련 미생물에 대해 심도 있게 강의한다. 

￭ 약용식물학 및 실습 (Medical Botany and Experiment)

약용식물학(藥用植物學)은 약에 사용하는 식물들에 관한 학문이다. 약용 식물에 관한 성분, 이용, 용도, 

채집 등에 관한 지식을 실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 약리학 II (Pharmacology)

약리학 I의 지식을 바탕으로 약물에 의하여 야기되는 생체현상의 변화 및 약물자체의 생체 내 운명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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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실험에 기초한 약의 효과와 기능을 더 세부적으로 강의한다. 

￭ 생물의약품학 (Biophamaceuticals)

생물을 이용한 의약품 제제의 개발과 그 응용에 대해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익히고, 생물제제의 효용에 

대하여 공부하여, 제제학의 이해의 폭을 넓힌다.

￭ 품질관리학 (Quality Control)

의약품, 건강 기능성 식품 및 향장품의 제법, 성상, 종류 등에 있어서의 인체와의 관계, 품질의 관리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 생물의약품학 (Biophamaceuticals)

현재 인간 유전체 정보의 활용과 이에 따른 신규 약물표적(drug target) 단백질 또는 유전자의 발견에 따라 새로운 

생물의약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생물의약품 개요와 제제, 생명공학 관련 기술, 유전자 치료제, 세포치료제, 백

신, 단클론항체 기반 의약품, 재조합 (림포카인, 호르몬, 성장인자, 효소, 단백질저해제) 의약품에 대해 학습한다. 

￭ 기능성 화장품학 및 실습 (Functional Cosmetics and Experiment)

화장품의 약리적인 효능을 강조한 기능성 화장품의 기본 원리와 효능의 종류 및 응용에 대하여 공부하고 

이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과 효과적인 사용 방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 약국경영과 회계학 (Pharmacy Management and Accounting)

약국의 경영과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지식인 기업 경영의 방법과 그에 필요한 회계 분석에 대하여 기초

적인 지식을 배양한다.

￭ 유기화학 I (Organic Chemistry I)

유기화학의 기초개념, 유기화합물의 기본적 작용기들의 성질과 반응에 대한 이론을 교수하고, 나아가 생

물체를 구성하는 유기분자들의 결합방식, 반응과정 그리고 구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 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일반의약품, 식품성분, 식품첨가물의 분석을 위한 기초지식 및 응용방법에 대해 강의하며 의약품의 품질

관리 및 제약학연구의 기본이 되는 물질의 정량적 분석방법을 익힌다. 

￭ 유기화학 II (Organic Chemistry II)

유기화학의 기초개념, 유기화합물의 기본적 작용기들의 성질과 반응에 대한 이론을 교수하고, 나아가 생

물체를 구성하는 유기분자들의 결합방식, 반응과정 그리고 구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 독성학 및 실습 (Toxicology and Experiment)

사람이나 가축에게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나 물질의 종류,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양, 독성의 범위 

등을 연구하고, 이들의 독성물질이 어떻게 흡수하여 대사,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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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배설은 어떻게 일어나며, 체내에서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를 연구하는 것으로 제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하는 학문이다. 

￭ 효소학 (Enzymology)

생물의 생체반응을 촉매 하는 단백질인 효소에 대해 효소의 구조와 기능, 효소반응, 효소의 응용기술 등

의 학문에 대하여 공부하고 그 응용과 이를 이용한 의약품의 개발에 대하여 강의한다.

￭ 생화학I (Biochemistry I)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물화학적 반응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생화학적 사고 방법을 훈련하며, 생물학

적 사실이나 현상을 화학적 또는 개량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생화학II (Biochemistry II)

생화학I에 이어 생체 내에 분자들의 구조와 반응 기구에 대하여 강의 한다. 

￭ 제제공학 (Formulation Engineering)

유효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제제를 설계하고 제조하여 품질이 보증된 제제를 공급하는 것에 관한 학문이

다. 약물의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stability 연구를 시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약물을 저장하는 

container 와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 세포공학 및 실습 (Cell Engineering and Experiment)

생명체를 이용한 유용생명분자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공학의 한 영역으로 세포와 조직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염색체나 유전자의 인위적인 조작, 이전기술을 이용한 세포의 형질 변화를 모색하고, 이를 이용

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 의약품 합성학 (Synthesis of Pharmaceutic)

의약품 합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천연의약품과의 차이를 배운다. Organic Chemistry Tool을 기반으

로 생체 내 신호 전달을 이해함과 동시에, 병리학적 이상 신호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Chemical 

Construct를 개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이러한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신규 의약품 후보물질의 

개발에 대하여 강의한다.

￭ 생약학 (Pharmaceutical Natural Products)

약은 천연물에서 존재하는 약리성분을 추출 분리하여 구조를 분석, 유기적으로 재합성하여 만든다. 천연

물 약학은 천연물 안의 약리 성분을 이해하고 그 성분의 성질 및 효과, 추출원리 등을 배우는 학문이다. 

￭ 발효공학 (Bioprocess Engineering)

 미생물이용공업 또는 미생물에 관여하는 공정에 관한 이론을 강의한다. 미생물이 지니고 있는 우수한 

기능과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를 습득한다. 발효공학의 정의, 발전, 역사



441

를 시작으로 미생물 분리와 개량, 유전자 조작, 효소의 반응속도, 배양공학, 미생물균체이용 등을 설명한

다. 또한, 효과적인 식 의약 소재 생산기법과 생물반응기 운전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 천연물 화학 (Natural Products Chemistry)

주변에서 흔히 보고 또 먹기도 하는 천연물을 이용하여 생리활성물질은 분리 정제하고, 이를 의약품에 

응용하는 방안과 활용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학문이다

￭ 제약마케팅개론 (Introduction to Pharmaceuticals Marketing)

제약공학으로써 약을 만드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만들어진 제품의 판로개척에 더 중점을 둔 학문으로 보

다 쉽게 인식, 쉽게 이해하여 약의 편견을 없애고 약의 영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노하우를 배우는 학

문이다. 실제적으로 제약업에 종사하는 강사와 제약회사에서 실습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 약사/보건의료관계법규 (Laws and Regulations of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의약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및 식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

련된 법 규정에 대해 강술한다. 

￭ 유전공학 (Genetic Engineering)

유전자 재조합, 세포융합, 단일클론 항체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약 산업에 필요한 신규의 고부가가치 물

질을 개발하고 생산을 최적화하는 기술에 대해 강의한다. 

￭ 논문작성법 (Research Writing)

4년 동안 정진한 학문을 토대로 졸업 연구 제목을 설정하고 이에 실험과 연구를 통해 돌출된 결과를 효

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배운다.

￭ 면역학 (Immunology)

외래물질에 대항하는 생명체의 대항 시스템인 면역반응의 기능을 강의한다. 중요한 면역기관인 골수, 비

장, 흉선, 그리고 면역세포인 임파구, B 세포, T 세포의 역할과 항체, 보체 등 중요한 면역분자에 대해 

설명하고 병원체에 대항하는 백신의 작용을 강의한다. 

￭ GMP 및 Validation (GMP and Validation)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 공급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관리와 출하에 이르는 사항을 규정한 기준을 습득함으

로써, 유효성, 안정성, 안전성이 높은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관리방법을 습득한다.





443

외식조리학과

가. 교육체계도

인 재 상
호텔 및 외식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술과 관리능력, 

연구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

교육목표

글로벌 국제무대에 진출하는 호텔ㆍ외식조리 전문인 양성

맞춤형 실무 교육과정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과정

교육철학 새로움/즐거움/유익함을 제공하는 새로운 외식문화 창조

교육과정

편성방향

현장 실무형교육

창의적 융복합 통합교육

외식창업교육  

맞춤형 실무 

교육과정

특급호텔교육과정

외식산업교육과정

전문외식교육과정

글로벌 국제무대에 진출하는 

호텔ㆍ외식조리 전문인 양성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과정

국내ㆍ외특급호텔 인턴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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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식생활이 간편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최근 생리적 및 기능적 측면에서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선

진국을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리의 형태에서도 동양과 서양의 조리기술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현대인의 기호에 부합되면서 영양과 기능성이 부여된 새로운 형태의 퓨전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경제성장,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인하여 외식산업이 급속

히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식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체계적 이론과 국내ㆍ외 전문조리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호텔은 물론 외식업체, 단

체급식소 등에서 조리, 제과 제빵 및 식음료 관리 등을 과학적이면서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전문 인력으로 양성한다.

다. 특성

 ①다변화 및 급변하는 호텔ㆍ외식조리 산업에 부합되면서 현대인의 다양한 욕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차별화 되고 창의력을 겸비한 실무 중심형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정을 운영한다.

 ②외식산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이면서 실효성 높은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호텔, 외식업체 등과 연

계한 현장실습을 강화 하여 활성화시킨다.

 ③다양한 국내 ㆍ외 호텔조리 관련실습 및 창작 메뉴개발, 특히 기능성과 기호성이 충분히 발휘되는 기

능성 퓨전메뉴 개발을 습득시켜 세계적 감각 및 실무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발전방향

 ①국내ㆍ외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량과 품질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신선농산물을 조리 소재

로 활용한 고품질ㆍ고부가가치의 기능성 퓨전식품 개발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동연구개발 사업 및 각

종 연구 사업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취업경쟁력 강화 및 특히 호텔과의 취업연계성을 확대시킨

다.

 ②조리사, 제과 제빵사, 조주사, 조리교사 등 조리 및 식품관련 다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습강화, 

study group 및 창업동아리 운영, project 및 target 수업을 적극적으로 도입ㆍ활성화한다.

 ③특 1급 호텔에 다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전문교수를 확보하여 호텔, 외식업체 등에 다양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장적응능력 향상 및 취업기회의 확대를 도모한다.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호텔조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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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조리학학개론 3 3 0 영양과건강 3 3 0

대학생활과 진로설계(교
필)

1 1 0 기초서양조리실습* 3 2 2

 기초제과제빵실습* 3 2 2

1-2

음식문화비교론* 3 3 0 기초한식조리실습* 3 2 2

차문화의이해 3 0 3

공중보건학 3 3 0

2-1

외식경영관리학* 3 3 0 호텔외식조리용어 3 3 0

고급서양조리실습 3 0 3

고급한국요리실습 3 0 3

②호텔식음료부

③호텔제과제빵부

④외식업체,

⑤외식산업 관련컨설팅회사

⑥전문 음식점(양식, 한식, 중식, 일식, 이태리요리, 프랑스요리)

⑦단체급식소

⑧제과제빵 관련업체

⑨해외관광외식업체

⑩소믈리에(와인감정사)

⑪파티플래너

⑫대학원 진학 

 

취득자격증

①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조리 등)

②조주사

③제과제빵 기능사

④식품제조기사

⑤식품 가공기사

⑥식품기술사

⑦조리교사

⑧조리 기능교사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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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와인과음료실습 3 0 3

커피학개론 및 추출실습 3 0 3

현장심화과정 I 2 0 0

2-2

조리과학* 3 3 0 식품재료학* 3 3 0

푸드코디네이터실습 3 0 3

전통떡한과실습 3 0 3

블란서요리실습 3 0 3

고급제과제빵실습 3 0 3

현장심화과정 II 2 0 0

3-1

호텔조리실무일어 3 3 0 이탈리아조리실습 3 0 3

중국요리실습 3 0 3

복어요리실습 3 0 3

야채과일카빙실무 3 0 3

조리교과교육론* 3 3 0

3-2

취업전략과 역량강화(교
필)

1 1 0 호텔외식서비스론 3 3 0

호텔조리실무영어 3 3 0 공예제과제빵실습 3 0 3

웰빙퓨전요리실습 3 0 3

일식요리실습* 3 0 3

한방약선요리실습 3 0 3

조리교과교재연구 및 지
도법*

3 3 0

4-1

졸업창작물 P 0 0 메뉴상품개발계획 3 3 0

주방관리실무론* 3 3 0

호텔외식프랜차이즈론 3 3 0

향토음식개발론 3 0 3

4-2

사회봉사(교필) 2 0 0 호텔외식창업실무 3 3 0

현장실습 P 0 0 호텔외식마케팅전략 3 3 0

호텔외식소비자행동론 3 3 0

식품구매 및 저장 3 3 0

조리교과논리 및 논술* 2 2 0

* 전공관련 표시과목 * 교직기본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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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인성
교육

1 대학생활과 미래설계
대학생활과 미래설계/ 외식조리학과 멘토활동 (김
희숙)

2 현장실습오리엔테이션
현장실습오리엔테이션 / 외식조리학과 멘토활동 
(이현주)

3 인턴십오리엔테이션
인턴십오리엔테이션 / 외식조리학과 멘토활동 (성
태종)

4 취업전략과 사회진출
취업전략과 사회진출 / 외식조리학과 멘토활동 (황
영정)

2
이용실태 조사관련 조사
교육

휴게시설 이용실태 조사관련 조사원

3 봉사활동교육1 한마음병원 경남꿈나무 체육대회 봉사

3 봉사활동교육2 한마음병원 보육시설 체육대회 봉사

3 봉사활동교육3 한마음병원 꿈나무 체육대회 봉사활동

1,2,3,4
해외여행 예절과 안전교
육 

해외문화탐방 사전안전교육 

실용
교육

1,2,3,4 지역 문화 체험교육 외식조리학과 지역 문화 체험

1,2,3,4
해외문화탐방 체험 및 산
업체 견학 

해외문화탐방 체험 및 산업체 견학 

1,2,3,4 지역 문화 체험교육 외식조리학과 지역 문화 체험의 건

1,2,3,4
해외음식문화체험 및 산
업체 견학 

해외음식문화체험 및 산업체 견학 

3 전국요리경연대회교육 창원 향토음식 전국 요리경연대회 참가

3
카빙데코레이션 경연대회
교육

한국카빙데코레이션 경연대회

2
차문화전 및 차예절 경연
교육

전국 청소년 차문화전 및 차예절 경연대회

3 창작요리 경연대회교육 경남 창작요리 경연대회 참가

3 향토음식 경연대회교육 전국거창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

3
향토특색음식 경연대회교
육

창녕향토 특색음식 경연대회 참가

1,2,3,4
외식조리학과 졸업학술대
회 교육

외식조리학과 졸업학술대회

1,2,3,4 안전교육 조리실습안전교육

3 푸드코디네이트 교육 외식조리학과 푸드코디네이트 특강

사. 비교과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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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교과목 개요

￭ 조리학개론 (Introduction to Culinary Science)

음식에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뿐만 아니라 맛의 즐거움을 얻는다. 맛이 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조리조작을 거쳐야 하는데, 식품의 구성 성분과 식품의 조직, 그리고 그 성분들이 조리 과정에

서 일으키는 반응을 알아야만 안전하고 질이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조리에서 기술적인 경험도 필요

하나, 식품학이나 조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 화학적 변화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조리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 음식문화비교론 (Comparison of Food Culture)

인류의 식생활 문화에 담겨진 고유한 생활양식이 긴 역사의 조류에서 식품소비의 유형과 식생활의 습관

을 통하여 환경적인 영향에 적응 받으며 민족 특유의 식문화 특수성과 고유성을 지역별, 연대별로 비교

ㆍ연구한다.

￭ 외식경영관리학 (Food Service Management)

국민의 식생활 변화와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외식산업은 그 범위와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발전의 핵심은 고객과의 관계 관리이며 바로 외식 마케팅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번에 개강되는 외식경영학 강좌는 외식산업 발전과 외식에 관련되는 모든 학문적인 

접근을 실제적인 외식마케팅과의 관계를 수업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둔다. 

￭ 조리과학 (Cuisine Science)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의 저장, 조리 중 나타나는 변화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실제 조리시 일어

나는 물리ㆍ화학적 변화를 체계화시켜 합리적인 조리방법과 개선을 도모한다.

￭ 호텔실무영어 (Hotel Practical English)

외식산업과 관련이 있는 호텔, 레스토랑 등 외국인과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능

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분만 아니라 업무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영어회화 실력을 배양한다.

￭ 호텔실무일어 (Hotel Practical Japanese)

호텔조리 및 외식산업과 관련이 있는 호텔, 레스토랑 등 외국인과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

에 대하여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을 분만 아니라 업무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일어회화 실력을 

배양한다.

￭ 졸업창작물 (Culinary Display & Graduation Seminar)

전공과정에서 익힌 기술을 토대로 한국요리, 동양요리, 서양요리를 접목하여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개개인

의 조리 기술을 발휘하며 전문조리인의 실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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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On the Job Training)

호텔, 제과업체, 레스토랑 등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습득함으로써 이론이나 실제의 관계

를 이해하고 학교와 산업체간의 거리감을 좁히면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현장적

응능력을 함양한다.

￭ 영양과 건강 (Nutrition & Health)

체내에서 영양소의 다양한 생리기능, 영양 상태와 관련된 질병을 중심으로 질병 발생 시 나타나는 체내

의 변화 및 영양소 요구량의 증감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식사요법 및 임상 영양학의 기초

가 되도록 한다.

￭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공중보건의 개념, 환경위생, 식품위생, 산업보건, 전염병 관리, 보건관리 등 공중보건에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 관리 지식을 습득케 하여 지역사회 및 국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과 건강수명 연장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 기초서양요리실습 (Basic Western Cuisine Practice)

서양조리의 변천과정, 종류, 특성 및 조리원리 등에 대한 기초 이론을 토대로 세계 각국의 기본적인 조리

이론, 레시피, 조리방법 및 기술을 다양한 실습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양식조리의 기초 자질

을 함양한다.

￭ 기초제과제빵실습 (Basic Bakery Baking Practice)

제과ㆍ제빵 재료들의 기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기초적인 빵, 쿠키, 등을 만들어 보아서 제빵제과사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기초교양을 쌓는다. 

￭ 기초한국요리실습 (Basic Korean Cuisine Prac)

한국음식의 종류, 조리재료, 기구, 특성 및 조리원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기본적인 조리기술을 습득한 

후 국제적인 연회, 각종 이벤트 등을 위한 보다 응용된 조리실습 및 한국 요리를 중심으로 개발기술도 

습득한다.

￭ 차 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of tea culture) 

차의 종류 중 찻잎을 발효하여 만든 홍차와 발효하지 않은 녹차에 대한 재배와 가공, 다구, 음다 문화 , 

산지에 따른 차의 기초지식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음료서비스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갖춘 음료전

문가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다. 

￭ 고급제과제빵실습 (Advanced Bakery Baking Practice)

외식산업이 발전하면서 월빙(Wellbeing) 경향이 음식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빵에도 큰 영향을 끼치

면서 건강식 식재료를 이용한 기능성 빵을 제조해 상품화 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

래서 현 추세에 따른 기능성 제과ㆍ제빵을 배우는데 목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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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외식조리용어 (Hotel Interpretation of Cuisine Terminology)

호텔조리에 사용되는 기구 및 설비의 정확한 명칭, 기본적 용어의 사용과 그 개념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

리용어 해설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메뉴파악과 원활한 조리능력을 함양한다.

￭ 고급서양요리실습 (Advanced Western Cuisine Practice)

고급서양요리의 개요, 조리업무의 기본단계, 주방조직의 시스템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를 통해서 고급 

서양조리의 이론을 적립한다. 기본소스의 개념을 이론적 정립시키고, 조리방법과 고급서양조리의 전 과정

을 실습을 통해 경진대회와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전달하는데 지도에 중점을 학

습 지도방침으로 한다. 각종 기능경기대회의 사전준비와 전문조리기술을 습득하여 기능경기대회에 참여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고급한국요리실습 (Advanced Korean Cuisine Practice)

한국음식은 우리선조들의 지혜로 만들어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우수한 음식이다. 채소와 어류 등의 저

장음식,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발효음식 등, 한식의 세계화와 함께 한국의 전통음식, 궁중음식, 사찰음식, 

서민음식 등 이론가 실습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춘 미래의 

한식 기능인을 배출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한국음식을 중심으로 식재료, 기구, 특성 및 원리를 체계적으

로 학습하고 보다 고급적인 조리기술을 습득한 후 국제적인 연회, 각종 이벤트 등을 위한 보다 응용된 

조리실습 및 한국 요리를 중심으로 세계요리를 결합시킨 창작메뉴 개발기술도 습득한다.

￭ 와인과음료 및 실습 (Wine & Bevrage Practice)

조리에 사용되는 와인과 음료의 종류와 특성, 제조과정인 포도의 생성, 발효, 및 숙성, 병입공정, 판매, 

음용법, 조리 시 사용법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차원 높은 조리

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 커피학개론 및 추출실습 (coffee science & extraction Practice)

원두커피의 향과 맛을 찾는 새로운 커피문화에 발맞춰 커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바리스

타를 양성하기 위해. 커피나무에서부터 생두, 로스팅, 추출, 커피메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함과 

동시에 이론적, 실제적 지식을 현장에 적용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식품재료학 (Food Materials)

식품가공의 원료가 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의 생물학적, 이화학적 특성, 영양특성 및 가공 적성 등을 가공, 

저장 및 유통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동시에 새로운 식량자원의 개발방법에 대하여 강의하며,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등 각종 영양성분에 대하여 그 종류, 구조, 

이화학적 ㆍ생물학적 성질 등을 강의하며 식품의 종류에 따른 영양성, 관능성, 저장성, 상품성 그리고 식

품재료를 처리하여 제조하는 과정 중 일어나는 변화 등에 관한 제반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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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코디네이트실습 (Researches in Food Cordinatior Practice)

조리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푸드의 코디네이션에 관하여 학습하는 과정으로 음식의 종류, 색, 질감에 

따른 식기의 선택이나 세팅 등 상차림에서의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면서 심미적인 감각을 배양코자 한

다.

￭ 전통떡한과실습 (Traditional Korean Cookie Practice)

떡과 한과는 예로부터 후식으로 명절 통과의례, 일상의 손님접대 때에 즐겨 애용된 대표적인 우리 음식

으로서 기능성과 건강성이 있으며, 그 맛과 영양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떡과 한과의 영

양적, 기호적, 기능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실습한다.

￭ 블란스 요리실습 (French Cuisine Practice)

서양음식에 있어 최고의 요리과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 요리라 할 수 있다. 고급 프랑스 요리

실무과정은 기존에 배웠던 기초서양요리를 베이스로 해서 현재 특급호텔 프랑스 식당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메뉴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 이탈리아 요리실습 (Principle and Practice of Italian Cooking)

이태리 전통음식에 대한 역사, 문화, 지리적인 배경, 식문화의 형성, 조리특징 등을 이론적으로 익히고, 

실습을 통하여 특유의 조리패턴과 조리방법 등을 습득하여 전문 조리인의 자질을 함양케 한다.

￭ 중국요리실습 (Chinise Cuisine Practice)

동양요리의 대표적인 중국요리에 대한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 지역적 특성을 이론적으로 익히고 각각의 

특징 있는 요리로 북경요리, 남경요리, 광동요리, 사천요리로 분류하여 중국요리의 일반적 특성과 조리방

법에 따른 다양한 조리기술을 습득한다.

￭ 복어조리실습 (Globefish Cuisine Practice) 

복어 특수조리의 기초 이론과 조리 실습을 통해 재료와 조리법을 익히며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복어에 대한 독성을 이해하고 실습하며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특수면허(복어조리사)자격증을 취득

하여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 야채과일카빙실무 (Vegetable & Fruit Carving Practice)

좋은 요리란 오감을 만족 시키는 요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오감중 시각적인 부분은 먹는 사람으로 하

여금 풍성함과 식욕을 자극시키며, 음식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데코레이션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수박카빙의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음식을 보기 좋게 데코레이션하는 방법과 후식으로 제

공되는 과일을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제공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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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외식서비스론 (Hotel&Food Service)

식음료부문의 중요성과 경영이념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이론정립을 위하여 식음료 상품의 특

성, 식음료 부서의 조직과 직무분장, 식당경영기법을 제시하며 시청각교재를 통하여 호텔의 대 고객서비

스 절차 및 방법을 학습하고 가상 체험한다. 그리고 일반 서비스에 관한 기초이론 정립과 호텔식당 및 

전문식당 식음료 상품의 서비스 제공 실무교육으로 서비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 서비스 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강의 목표를 둔다.

￭ 공예제과제빵실습 (Art of Bakery Baking Practice)

다양한 패스트리의 이론과 실기의 기본을 익혀서 호텔이나 외식업체에 진출하는 학생들의 기본 소양 함

양 한다. 또한 여러 형태의 베이커리 숍의 운영형태를 이론과 사례를 통해서 성공적인 운영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 웰빙ㆍ퓨전요리 실무 (Wellbeing & Fusion Food Practice)

외식산업이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식습관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다양한 웰빙ㆍ퓨전 

음식이 발전하게 되었다. 현 외식 패턴에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웰빙ㆍ퓨전음식을 개발하는데 목표

를 둔다.

￭ 일식요리실습 (Practice on Japanese Cuisine) 

일본 음식의 특성과 식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일본요리의 역사, 특징, 분류, 향토 요리 등 기초 이론과 조

리 실습을 통해 재료와 조리법을 익히며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 한방약선요리 (Korean Medicine Cuisine) 

약선의 범위에는 상식하는 건식개념의 음식인 약선을 근간으로 약차, 약술, 약선 개념의 과자와 떡인 약

과, 약병, 전통 기초발효식품에 적용된 약선 된장, 간장, 고추장, 약선 절임채(효소장아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약선 에서의 식료의 배합은 우리 인체의 음양과 조절오장육부를 하여 균형 있고 조화롭

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습과 겸비하여 교육함을 위함이다.

￭ 메뉴상품개발계획 (Menu Prize Development Plane)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식품, 음식 메뉴들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신 메뉴의 개발 및 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론의 정

립과 신기술의 개발로 메뉴상품개발을 확립시킨다.

￭ 주방관리실무론 (Practical Cuisine Management)

주방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주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관리, 인사관리, 원가관리를 

비롯하여 효율적인 관리기법 등을 실기와 현장학습을 통하여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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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외식프랜차이즈론 (Hotel & Food Franchise) 

유통혁신의 메카로 선진각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산업의 과거의 현재를 분석해보고 특히 경

제가 어려운 시기에 소규모 창업의 활성화 방안과 신규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외식프랜차이즈 

사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경영실무를 배운다.

￭ 향토음식개발론 (Native Food Development) 

향토음식은 지방마다 그곳의 특산물로 구미에 맞게 만들어 먹는 음식으로 절기와 풍속에 따라 음식이 다

르며 지역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들을 우리 고유의 맛과 조리법을 찾아 발굴하고 개발하여 재현하고자 함

을 목적으로 한다.

￭ 호텔외식창업실무 (Hotel & Food Service Business)

외식창업 시 요구되는 경영에 관한 기본적 정보수집과 분석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과정을 거치면서 

기본적인 지식습득 및 전반적인 시장조사, 운영까지의 전 과정을 사례별로 학습하며 실제로 가상외식업

체 건립 프로젝트 계획안을 작성하면서 프로젝트 능력을 배양한다.

￭ 호텔ㆍ외식마케팅 전략 (Hotel & Food Service Marketing)

마케팅 전략의 최대목표는 물론 매출의 극대화에 있으며 또한 내점객 수를 늘리고 신규고객을 확보하는

데 있다. 경쟁력 확보는 경영주와 종업원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케팅 방안, 고객관리, 

경영주와 종업원의 서비스 태도, 마케팅 호텔외식식당의 Quality, Service, Cleanness를 배우고 고객을 

환대 마케팅으로 매출을 극대화를 교육의 목표로 한다. 

￭ 호텔ㆍ외식소비자 행동론 (Consumer Behavior in Hotel & Foodservice)

외식사업 경영이론의 핵심 교과 과정인 레스토랑 소비자 마케팅에 대한 지식을 행동론을 기제로 하는 선행학습

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룬다. 특히 물리적 환경품질에 대한 소비자 행동에의 영향에 대한 학습에 초점을 맞

추어,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는 환경자극들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인간의 심리적 반응과 그 결과로서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을 분석한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레스토랑 마케팅 학문 이론들을 정교화 시킬 수 있는 외식 소비

자 행동론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의의를 두며, 학습의 결과로서 현업에서 차별적인 외식상품 마케팅 전

략 및 상품기획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세계화와 국제화 추세에 편승해 국민들의 식생활 패

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 외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레스토랑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행해

지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외식산업은 업종 및 업태별 경쟁심화와 신감각형 콘셉트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

가 출현해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외식소비자의 행동의 새로운 흐름을 이해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식품구매 및 저장 (Food Purchasing & Storage)

호텔조리와 관련된 식품재료의 구매행동에 대한 기초이론을 이해시키고 식품재료 구매 및 합리적인 저장

을 하기 위하여 구매 관리의 의의, 구매계약, 구매활동의 실제, 재료 감별법, 저장관리 이론 및 방법, 장

표관리, 원가계산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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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교과논리 및 논술 (Logic & Statement of Culinalry Subjects)

조리교과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 및 논술에 관한 교육에 역점을 둔다.

￭ 조리교과교육론 (Teaching Theory of Culinary Subjects) 

조리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기법과 강의 방법을 연구하고 학습한다. 

￭ 조리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Teaching material & method guidance of Culinalry Subjects)

조리교과교재의 원안 및 계획서 작성하여 조리계열 탐구영역교과, 조리과 전문교과를 탐구하고 교육과정

의 교수학습방법, 교수학습방법을 수행한다. 조리교과교재의 선정 및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로 한국조리, 

서양조리, 중국조리, 일본조리, 제과제빵, 식품관련 교과교재의 지도법을 학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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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과

가. 교육체계도

인 재 상 성실성, 창의성, 봉사정신과 리더십 겸비한 인재양성

교육목표

국민의 건강을 선도해나갈 미래지향적 업무역량을 갖춘 

식품영양전문인 양성

창의적, 선진화된 실용학문교육  전인적(봉사, 리더십) 인성교육

교육철학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교육하자.

미래를 꿈꾸며 자기 주도적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

교육과정

편성방향

전문자격증 취득교육

전공교육의 전문화

정보활용능력 증대

창의, 선진화된

실용학문교육과정

창의적실무능력배양

학생주도형수업

현장적용중심교육

지역사회봉사

학생주도 리더십 배양

글로벌식 문화의 이해

전인적

인성교육과정

외국어소통능력

자기계발의 활성화

현장실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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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인간의 삶에서 식생활은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적 요소로서 올바른 식생활관리는 질병의 예방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식품영양학과는 식품과 영양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한 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식생활과 건강

에 관한 실천적 학문을 교육하고, 올바른 식생활관리와 맞춤식 영양관리를 병행한영 양서비스를 통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실무능력과 지역민에 봉사하는 인성을 함양하며, 세계의 일일권과 다문화가

정이 증가하는 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창의성, 정보화, 국제화 능력을 겸비하면서 국민 건강을 선도해 

나갈 미래지향적인 연구 역량을 갖춘 식품 영양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다. 특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전문성을 갖춘 식품영양전문인을 양성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특성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식품, 영양지식을 직접적으로 식생활에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실용중심적인 교육 추구

②영양(교)사 양성을 위해 영양사면허증 취득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③영양사국가고시 및 식품위생사 대비한 프로그램별도 운영

④식품위생사, 조리기능사 및 제과ㆍ제빵기능사, 비만코디네이터 등 영양사면허증 외 다수자격증 동시 

취득 할 수 있는 교육과정 포함하므로 졸업 후 여러분야로 취업 가능

⑤학과와 전공동아리에서 주관하는 건강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식품영양전문인 양성

⑥지역단체(교육청, 보건소, 시청 등)와 연계한 지역주민들의 건강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창의적인 현장관

리능력과 봉사하는 인성 함양

라. 발전방향

국민의 건강을 선도해 나갈 미래지향적인 식품영양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①지자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학과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다수 개발, 운영하여 실무능력배양 및 지역사회

에 봉사하면서 현장참여의식과 사회성 고취

②학과동아리, 스터디그룹 등을 활성화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여 학업성취만족도와 학습역량 강

화 

③실효성 있는 학습체계를 확립하여 취업 분야별 및 조기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률 향상

④해외 대학 및 기관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정보교환과 교환 학생제를 확충하여 학문의 국제화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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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대학생활과 진로설계(교필) 영양과 건강(계열공통) 3 3 0

식생활과 문화 3 3 0

제과제빵 이론 및 실습 3 2 2

1-2

공중보건학(계열공통) 3 3 0

유기화학 3 3 0

와인과 커피 3 3 0

식품과 영양 3 3 0

2-1

식품학 3 3 0 생화학1 3 3 0

식품미생물학 3 3 0

영양생리학 3 3 0

영양정보학 3 3 0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영양사 

임상영양사: 병원에서 질병치료 및 예방

급식관리영양사: 대학, 관공서, 산업체, 영유아 보육시설

보건상담영양사: 보건소,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단체급식 경영 및 운영자 

 ②영양 교사: 초ㆍ중등학교 영양교사

 ③연구 분야: 연구원(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④행정 분야: 공무원(식품위생직 7급, 9급)

 ⑤기 타: 식품영양 전문기자, 비만코디네이터, 인터넷 상담,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취득자격증 

①영양사

②영양교사

③식품위생사

④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⑤제과제빵기능사

⑥비만코디네이터

⑦식품품질관리기사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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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한국음식 연구 및 실습 3 2 2

2-2

영양학 3 3 0 식품화학 3 3 0

조리원리 3 3 0

생화학2 3 3 0

3-1

단체급식 3 3 0 실험조리 2 2 0

푸드코디네이션 2 2 0

고급영양학 3 3 0

식사요법 3 3 0

생애주기영양학 3 3 0

식품구매 2 2 0

3-2

식품위생학 3 3 0

식품위생법규 3 3 0

단체급식 실습 2 1 2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3 2 2

식사요법 실습 2 1 2

식품분석 및 실험 3 2 2

4-1

영양사현장실습 3 3 0 임상영양학 3 3 0

취업전략과 역량강화(교필) 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3 3 0

영양판정 3 3 0

식품저장학 3 3 0

다이어트 상담 2 2 0

영양소대사 및 실험 3 2 2

4-2

사회봉사(교필) 식품영양연구 3 3 0

지역사회영양학 3 3 0

식생활관리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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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인성
교육

1,2,3,4 체미인(전공동아리)

전공동아리 운영으로 인한 전공이해도 및 만족도 
향상과 전공실무능력 강화. 지역주민들의건강프로
젝트에참여하여창의적인현장관리능력과봉사하는인
성함양

3,4 식품감시단(학과)
유아, 주민들의 위생교육과 식생활관리 활동을 통
하여 전공만족도와 전공실무능력 강화하며  리더십
과 봉사정신 향상

1,2,3,4 학과도서관  운영
독서를 통한 기본지식, 교양 함양과 학습 분위기 
조성하여 전공교육, 취업준비에 필요한 자기계발 
효과

실용
교육

3 현장참관수업
식생활과 건강에 관한 현장중심의 전공교육 일환으
로 영양관리를 병행한 서비스를 통해 실무능력과 
전공역량강화

1,2,3,4 실험실  study group
study group(스터디 그룹)을 활성화 하여 자기 주
도적 학습을 유도하며  학업성취만족도와 학습역량 
강화

3,4
영양사, 위생사 국가고시
대비반 운영

식품과 영양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여 국민
건강을 선도해 나갈 식품영양전문인을  양성하는 
전문자격증 취득교육

사. 비교과교육과정 

아. 교과목 개요

￭ 영양과 건강 (Nutrition & Health)

체내에서 영양소의 다양한 생리기능, 영양상태와 관련된 질병을 중심으로 질병 발생 시 나타나는 체내의 

변화 및 영양소 요구량의 증감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식사요법 및 임상 영양학의 기초가 

되도록 한다.

￭ 식생활과 문화 (Cultural & Foods)

인류의 식생활 문화에 담겨진 고유한 생활양식이 긴 역사의 조류에서 식품소비의 유형과 식생활의 습관

을 통하여 환경적인 영향에 적응 받으며 민족 특유의 식문화 특수성과 고유성을 지역별, 연대별로 비교

ㆍ연구한다.

￭ 제과제빵 이론 및 실습 (Bakery & Pastry Prac.)

제과 제빵에 사용되는 재료들의 물리화학적 변화, 반죽법, 제과법(케이크, 페이스트리, 쿠키, 푸딩 등), 제

빵법(식빵, 머핀, 페이스트리, 도넛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며 실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60

￭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공중보건의 개념, 환경위생, 식품위생, 산업보건, 전염병 관리, 보건관리 등 공중보건에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관리 

지식을 습득케 하여 지역사회 및 국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과 건강수명 연장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 유기화학 (Bioorganic Chemistry )

유기화학의 기초이론과 알칸, 알켄, 알킨, 알콜 등 지방족 화학물의 구조와 합성, 반응성을 습득하여 방향

족 화합물, 카르보닐 화합물, 유기산, 아민 등의 구조, 합성 및 반응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 와인과 커피 (Wine & Coffee)

식품의 한 분야로써 음료 중 커피와 와인의 기초적인 지식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자 와인과 커피의 역사

에서부터 종류, 만드는 법, 품종, 즐기는 방법, 생산지와 전문용어에 이르기까지 커피와 와인의 전반적인 

기초상식을 습득한다.

￭ 식품과 영양 (Food & Nutrition)

식품성분 중 영양소와 영양소의 기능, 조리, 가공 및 저장에 관한 기초지식을 학습한 후 가공식품에 사용

되는 첨가물, 발효식품, 건강보조식품 및 기능성 식품 등의 섭취와 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들을 포괄

적으로 학습하여 합리적인 식생활을 이룰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한다.

￭ 식품학 (Food Science)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등 각종 영양성분에 대하여 그 종류, 구조, 

이화학적 ㆍ생물학적 성질 등을 강의하며 식품의 종류에 따른 영양성, 관능성, 저장성, 상품성 그리고 식

품재료를 처리하여 제조하는 과정 중 일어나는 변화 등에 관한 제반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 생화학 Ⅰ (Biochemistry I)

식품 중의 주요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 비타민, 물 등에 대한 구조, 기능을 이해시킨 후 이

들 물질이 인체 내에서 소화, 흡수, 대사되어 인체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획득과정을 상호 연

관적으로 강의함으로써 식품구성성분을 영양학적인 견지에서 주지시킨다.

￭ 식품미생물학 (Food Microbiology)

식품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미생물의 일반적인 분류, 형태, 특성, 증식, 생리 및 대사, 미생물의 물

질대사, 효소, 유전 및 변이 등에 대한 이론과 배지의 조제, 기구 및 배지의 살균법 등 기초 조작법을 익

히고 미생물의 순수분리, 검정, 염색법, 배양법 등을 실험을 통하여 습득한다.

￭ 영양생리학 (Nutritional Physiology)

인체 각 기관의 구조와 기능 및 그들의 상호관계와 체내대사를 조절하는 물질에 대하여 학습하며, 특히 

인간의 내적 환경의 항상성 유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대사, 생리현상과 수반되어 일어나는 장기의 

기능 변화 및 영양소의 대사에 중점을 두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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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정보학 (infomation of Food Nutrition)

인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식품을 사용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영양소

의 특징, 작용, 필요량, 함유식품, 부족 시 나타나는 결핍증세, 과잉섭취 시 나타나는 독 증세, 음식의 소

화, 흡수 및 체내이용 체내에서의 영양소간의 상호관계 및 배설문제에 관해 알아보고 또 최근 올바른 영

양정보의 선택, 과학적인 영양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중요시되므로 영양정보수집, 영양상담 및 식습관 분

석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활용 등을 학습한다.

￭ 한국음식 연구 및 실습 (Korean Food & Prac.)

식품 및 식품재료에 관한 과학적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음식의 특성, 조리원리에 관한 이론을 

익히고 한국음식의 조리방법에 관한 체계적인 실습을 통하여 한식조리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 영양학 (Science of Nutrition)

인체영양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섭취된 식품이 체내에서 소화ㆍ흡수되어 일어나는 각종 영양소의 생리기능 및 

대사, 결핍증과 과잉증, 필요량 및 급원식품에 대하여 학습하여 올바르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 식품화학 (Food Chemistry)

식품의 일반성분, 전분의 호화 및 노화, 유지의 산패, 식품의 특수성분인 효소, 색소성분, 향기성분 및 맛 

성분 등의 구조와 성질, 식품 중 유독물질, 자연식품과 가공식품의 이화학적 본질 그리고 식품가공 시 발

생하는 화학변화에 대하여 강의한다.

￭ 조리원리 (Principles of Food Preparation)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의 저장, 조리 중 일어나는 변화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과학적 조리이론을 

토대로 실제 조리 시 발생하는 물리ㆍ화학적 변화를 실험을 통하여 체계화시켜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리

방법과 개선방안을 습득케 한다.

￭ 생화학 II (Biochemistry II)

유전의 기본물질인 핵산의 구조, DNA 복제, 전사 및 번역의 유전자 발현 및 유전자 조작의 최근 응용을 

간략하게 다루고 핵산 구성성분의 대사와 신호전달기전과 대사와의 연계를 강의한다.

￭ 단체급식 (Foodservice in Instituions)

대량취사를 하는 단체급식 운영에 필수적인 영양관리, 위생관리, 작업관리, 시설관리 등 여러 관리 분야의 기

본 지식을 익히고 각 업무간의 연관성을 이해시켜 급식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능력을 함양시킨다.

￭ 실험조리 (Experimental Cookery)

조리원리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하며, 또한 각종 조리법에 관한 제반 이론과 함께 이것을 조리에 실

제로 적용시켜서 체계적인 실습을 거듭해 봄으로써 조리기술과 가장 바람직한 레시피를 찾아낼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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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코디네이션 (Food Cordination)

식사를 단순히 영양적인 것에 제한하지 않고 시각적인 즐거움과 아름다운 식공간 연출을 위해 테이블 코

디네이터, 메뉴계획과 디자인, 식공간디자인 등을 학습하면서 음식에 따른 식기선택, 테이블 세팅, 식당분

위기 연출 등 심미적인 감각과 전체적인 조화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고급영양학 (Advanced Nutrition)

영양소에 대한 기본이론을 기초로 생체 내의 각 영양소에 의한 대사 및 생리적 기능을 이해하고 신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식품을 사용하는 과정을 학습하여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식사요법 (Diet Therapy)

식생활과 관련된 여러 질환의 병태생리 등을 이해하고 다양한 질병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질병

의 진행을 막거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병인식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생애주기영양학 (Nutrition Throughout the Life Cycle)

인간생활의 중요한 단계인 유아기, 아동기, 임신기, 수유기, 노년기 그리고 노동, 스포츠 등 특수 조건에

서 오는 생활주기의 변동을 고려하는 영양 측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영양관리를 학습한다.

￭ 식품구매 (Food Purchasing)

식품의 구매행동에 대한 기초이론을 이해시키고 단체급식 관리에 있어서 식품구매 등을 현명하게 하기 위

하여 구매 관리의 의의, 구매계약, 구매활동의 실제, 식품감별법, 저장관리, 장표관리, 원가계산 등에 대하

여 강의한다.

￭ 식품위생학 (Food Sanitation)

식품위해방지를 위해 식품 중의 또는 식품가공 및 제조 중에 발생되는 각종 유해물질의 종류와 그 오염

원, 특징 및 예방법을 이해시키고 식중독, 식품첨가물, 전염병, 위생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HACCP) 등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 식품위생법규 (Regulation of Food Sanitation)

식품위생법, 식품영업허가 제한기준, 학교보건법, 학교 급식법, 전염법 예방법 등 식품위생에 관계되는 행

정상의 제반 규정을 파악하고, 또한 영양사 및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학습한

다.

￭ 단체급식 실습 (Foodservice in Instittions & Prac)

단체급식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단체급식운영에 요구되는 여러 세부기능을 실습을 통하여 익히며 영양관

리 및 지도, 시설개선, 위생교육 등 급식 관리자로서 필요한 전반적인 실무기술과 급식관리 능력을 배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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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Nutrition Education & Counsel Prac.)

일반인 및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영양지식을 전달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영양교육의 수립, 실시, 평가 등의 제반 단계에 필요한 영양상태 판정법과 영양교육의 방법, 영양상담, 매

체제작 등에 관한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한다.

￭ 식사요법 실습 (Diet Therapy & Prac.)

환자의 영양상태, 병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처방된 영양소를 식품 교환군을 이용하여 식단을 작성하며 

식사의 질과 양, 질감을 고려하여 병의 치료상 직ㆍ간접적으로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는 식사 조리법을 

실습을 통하여 습득한다.

￭ 식품분석 및 실험 (Food Analysis & Lab.)

화학의 기초 원리를 토대로 화합물의 정량 및 정성분석에 관한 기초이론과 방법을 다루며 시약 및 기기

의 취급 및 조제법, 중화적정, 침전적정, EDTA 적정, 산화환원적정 등의 분석 실험과 더불어 식품 중의 

기본성분인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조섬유, 환원당 등의 함량을 정량하고 이를 성분들의 각종 

이화학적 특성에 대하여 이론과 실험을 통해 학습한다.

￭ 영양사 현장실습 (Field Study for Dietician)

영양사 업무에 필요한 기초이론을 토대로 복지시설, 보육시설, 병원, 학교 및 산업체 등의 현장에서 상품

으로서의 구비조건, 품질평가기준 및 유통과정 등을 공부하여 품질, 위생, 영양측면에서 최상의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 임상영양학 (Clinical Nutrition)

질병의 원인, 발병기전, 병리학적 변화와 진전, 그리고 질병이 개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인체의 생

리적 변화에 대한 제반 요인들을 대처영양학적인 견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학습한다.

￭ 급식경영 및 인사관리 (Feeding Management and Personnel Administration)

식품의 유통체계, 품질, 구매 등의 기본적인 지식과 인적자원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종업원 관리

의 제반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케 한다.

￭ 영양판정 (Nutritional Assesment)

영양 상태를 판정하기 위하여 식생활 점검, 신체계측, 신체 증후 관찰, 임상적ㆍ생화학적 실험을 통하여 영양판정 방

법을 습득하고 영양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 관리능력을 함양한다.

￭ 식품저장학 (food Storage)

식품 저장에 관한 원리와 기초이론을 중점으로 식품 산업체의 적용 실례를 이해함으로써 식품전공자로서 

기본적인 식품가공저장 중의 식품위생안전 관리 능력과 새로운 식품저장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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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상담 (Diet Counseling and Planning)

다이어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체생리 및 영양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이

어트의 성공적 실천을 위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며 비만과 관련된 상담기술을 습득하여 실제 비만클리

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양소 대사 및 실험 (Nutrient Metabolism & Lab.)

당질, 지질, 단백질 대사 등의 중간대사과정에 중점을 두고 단백질 합성, 효소반응, 호르몬 등과의 관계를 

영양학과 관련지어 학습하며 동물실험을 통해 영양소 및 식품의 생체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 측정한다.

￭ 식품영양연구 (Study of Food Nutrition)

식품, 영양, 조리 등 식생활 전반에 걸친 연구 자료들을 검토하여 주제별로 발표함으로써 학습되어진 전

공지식의 활용과 각종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리능력을 함양하고 전공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안목을 기른다.

￭ 지역사회영양학 (Community Nutrition)

지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계층분류에 따라 식생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영양정책문제의 계획 및 영

양지식의 효율적인 적용을 학습하고 식이 섭취 조사준비 및 실시방법, 결과분석에 대해 강의한다.

￭ 식생활관리 (Meal Management )

영양지식을 기초로 건강하고 합리적인 식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균형 있는 영양식을 공급하기 위한 

식단 작성요령과 방법, 그리고 식생활 습관에 따른 건강과의 상관관계 등 식생활관리에 필요한 제반 이

론적 지식과 기술을 실습을 통하여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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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학과

가. 교육체계도

인 재 상
창의적 아이디어와 글로벌 역량을 겸비한

바이오 융복합 식품의약전문 인력

교육목표

진로분야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창의적 실용 인재 교육  글로벌 인재 교육

교육철학
바이오 융복합 창조형 식품의약전문 인력양성

100세 장수시대와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실용중심교육

교육과정

편성방향

글로벌 식품의약학

건강기능식품학

일반 식품가공학

창의적 실용

교육과정

실용정보화 교육

문제해결형 교육

벤처창업 교육

외국어 심화교육

전공원서 교육

지식재산권 교육

글로벌

교육과정

수요자 중심 실무교육

학생주도 교육

바이오 융복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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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우리대학교 건학정신인 사랑과 봉사정신을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 실용교육, 인재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대학전체의 비전인 지역발전과 실용적 국제화를 선도하는 창조적 인재양성, 3대 발전목표인 삶

의 질 향상을 구현하는 특성화 대학, 실용적 국제화 특화 대학, 지역기반 산업선도 대학, 그리고 5

대 핵심전략인 대학혁신 체계 확립, 실용적 교육체계, 의생명 특성화, 취업지원기능강화, 산학관 연

구체계구축을 토대로 학과 취업 100% 달성을 위해창의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진로 · 취업 트랙

별 바이오융합식품 전문 인력 양성을 학과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식품과 생명현상 및 식량문제에 관

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방법, 식품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시켜 신기능성 식품 또는 영양의약식품 

제조기술을 습득하고, 아울러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생물공학 육성전략사업과 연계하여 미래지향적

인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창조성ㆍ독창성ㆍ전문성을 

지닌 신지식기반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한다.

다. 특성 

①식품과학은 인간의 생명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수 에너지원인 식품과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첨단학문이며, 

특히 21세기 인간 유전자 염기서열이 규명됨에 따라 각 유전자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되는 각종 성인병의 

예방 및 관리를 식품의 소재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현상이 지속되는 한 절대적으로 필요

한 학문이며, 약학 및 의약분야로의 응용 및 적용이 될 수 있는 핵심 분야 이다.

②정부에서 생물공학산업(BT)을 세계 6대 강국에 진입시키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ㆍ계획하고 있

으며, 또한 경상남도와 진주시 에서도 지식집약형 생물 산업을 지역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계획과 연계하여 21세기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분야의 전문지식 및 현장실무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실효

성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③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국내외 관련기관 및 회사와의 MOU 체결

라. 발전방향

①식품의약분야의 세계적 연구동향과 국가 및 지역의 시대적 변화요구를 수용하는 탄력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②국가 생물공학 육성전략계획, 그리고 경상남도ㆍ진주시 생물 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산ㆍ학ㆍ연ㆍ

관 협동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소ㆍ센터를 설립 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함으로

써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주도한다.

③현장교육 강화를 통한 실무중심의 지식집약형 건강기능식품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진주시 「Bio21

센터」와 공동으로 다양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④산학협동 연구와 각종 국비지원 연구 사업에 학생들을 적극 참여시켜 취업기회 확대와 산학 협

동 장학금 지급을 정착 및 활성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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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이수
학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대학생활과 진로설계(교필) 1 1 0 식품생명과학 3 3 0

국제식품원강1 3 3 0

영양과건강 3 3 0

1-2
식품정보학1 3 3 0 공중보건학 3 3 0

국제식품원강2 3 3 0

2-1

식품생화학1 3 3 0 식품미생물학 3 3 0

식품정보학2 3 3 0 환경위생학 3 3 0

위생곤충학 3 3 0

일반화학 3 3 0

현장심화과정Ⅰ 2 0 0

2-2

식품생화학2 3 3 0 식품과지식재산권의 이해 3 3 0

식품화학 3 3 0

식품위생학 3 3 0

생물유기화학 3 3 0

식품분석 및 실험 3 1 2

현장심화과정Ⅱ 2 0 0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식품 및 생명공학 관련 업체

 ②산업체 및 정부 부설 연구소 연구원

 ③보건 관련 전문직

 ④식품가공교사

 ⑤식품위생관리인(공무원)

 ⑥식품관련 컨설턴트

 ⑦식품산업 창업 

취득자격증

 ①식품제조 기사

 ②식품가공기사

 ③식품기술사

 ④식품위생사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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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이수
학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3-1

약용식물소재학 3 3 0

식품가공학 3 3 0

식품생물공학 3 3 0

식품의약학 3 3 0

발효학 3 3 0

식품저장학 3 3 0

3-2

취업전략과역량강화(교필) 1 1 0 건강기능식품학 3 3 0

식품의약생화학원강1(원
서강독)

3 3 0 식품위생법규 3 3 0

창업개론 3 3 0

식품미생물실무 3 1 2

건강기능식품실무 3 1 2

4-1

사회봉사(교필) 2 0 0 HACCP 이론 및 응용 3 3 0

식품의약생화학원강2(원
서강독)

3 3 0 식품유통학 3 3 0

항노화관리론 3 3 0

식품의약품질관리학 3 3 0

약용미생물소재학 2 2 0

4-2

졸업창작물 P 0 0

식품생리학 3 3 0

건강기능식품법 3 3 0

발효식품학 2 2 0

전통식품실무 3 1 2

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실용
교육

1 창업동아리
창업동아리(리더스, The Leaders) 운영에 의한 전
공 만족도, 창업 및 경영  마인드 제고

1 식품연구개발
산업체와의 식품 연구개발사업에 교수-학생 공동 
참여에 의한 현장심화교육 및 실무능력  배양

2 창업동아리
창업동아리(리더스, The Leaders) 운영에 의한 전
공 만족도, 창업 및 경영  마인드 제고

2 식품연구개발
산업체와의 식품 연구개발 사업에 교수-학생 공동 
참여에 의한 현장심화교육 및 실무능력  배양

사. 비교과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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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3 창업동아리
창업동아리(리더스, The Leaders) 운영에 의한 전
공 만족도, 창업 및 경영  마인드 제고

3 식품연구개발
산업체와의 식품 연구개발사업에 교수-학생 공동 
참여에 의한 현장심화교육 및 실무능력  배양

3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
력 양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재)바이오21센터[수행
기관], 한국국제대학교[식품의약학과,  참여대학], 
4개 참여기업[아미코젠㈜, ㈜HK바이오텍, ㈜엘에
프티, 선마린바이오테크)와 공동으로 참여기업 수
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전문가 이론 강의, 세미나, 
워크숍 및 문제해결형 연구과제(캡스톤 디자인) 수
행에 의한 현장실무능력 배양

4 창업동아리
창업동아리(리더스, The Leaders) 운영에 의한 전
공 만족도, 창업 및 경영 마인드 제고

4 식품연구개발
산업체와의 식품 연구개발사업에 교수-학생 공동 
참여에 의한 현장심화교육 및 실무능력  배양

4
고부가 식품산업 전문인
력 양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재)바이오21센터[수행
기관], 한국국제대학교[식품의약학과,  참여대학], 
4개 참여기업[아미코젠㈜, ㈜HK바이오텍, ㈜엘에
프티, 선마린바이오테크)와 공동으로 참여기업 수
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전문가 이론 강의, 세미나, 
워크숍 및 문제해결형 연구과제(캡스톤 디자인) 수
행에 의한 현장실무능력 배양

4
진로지도(취업주임교수제
도  운영)

취업, 대학원 진학, 창업 등 진로분야별 포트폴리
오 관리, 진로 및 Job  Hunting 지도

아. 교과목 개요

￭ 식품의약학 (Food Medicine)

식품의 과학적 발전단계와 현황, 식품이 인간 생명현상을 유지하게 하는 기작 그리고 각 식품성분의 특성을 

이용한 가공식품, 기능성 식품, 영양의약식품 및 의약품 개발에 응용되는 기술을 포괄적으로 강의한다.

￭ 식품재료학 (Food Materials)

식품가공의 원료가 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의 생물학적, 이화학적 특성, 영양특성 및 가공 적성 등을 가공, 

저장 및 유통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동시에 새로운 식량자원의 개발방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 식품과 산업 (Food & Industry)

식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식품성분의 구조적 특징과 성질에 대한 기초이론을 다루며 채식위주의 동양

식에서 육식위주의 서양식 비중 증대, 패스트푸드의 선호도 증가 등 현대인의 식생활 변화 및 건강에 대

한 관심 증대에 따른 새로운 식품의 개발 현황 및 안정성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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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생명과학 (Introduction to Food and Biotechnology)

식품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의 폭넓은 이해와 함께 그 동안 축적되어 온 과학적 지식과 방법을 다양한 분야

의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생명의 본질규명을 통한 인류의 생존, 환경의 이용과 보존에 필

요한 학술적인 이론과 그 응용기술을 연구, 교육함으로서 식품생명과학의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측면에서 

강의한다.

￭ 생화학 Ⅰ (Food Biochemistry I)

식품 중의 주요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 비타민, 물 등에 대한 구조, 기능을 이해시킨 후 이

들 물질이 인체 내에서 소화, 흡수, 대사되어 인체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획득과정을 상호 연

관적으로 강의함으로써 식품구성성분 을 영양학적인 견지에서 주지시킨다.

￭ 생물공학 (Biotechnology)

생물공학의 현황 및 향후 전망, 신물질 탐색, 균주 육종, 유용물질의 제반 특성 및 용도, 유용물질의 대량

생산을 위한 기질, 발효방법, 유용물질의 회수 및 정제 방법, 생물전환 등 식품과 의약품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강의함으로써 생물현상을 해석ㆍ응용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한다.

￭ 건강기능식품학 (Functional Food)

식품의 품질형성에 관한 기준은 식품의 영양적 특성과 기호적 특성만을 강조해 왔으나, 최근 식품 중의 

특정성분이 생리조절 기능이 있는 것이 광범위하게 보고되어 이들 기능 즉, 신체의 면역계, 내분비계, 신

경계 등에 신기능을 나타내는 성분들의 특성 및 이들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과정에 대하여 강의한다.

￭ 생물공학개론 (Introduction to Biotechnology)

기본적 생물개념의 개요와 생물 촉매를 이용하는 공정을 공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다루고, 생명체 또는 

그들의 생산물을 식품공업 및 생물 산업에서 상업적으로 대량화 할 수 있는 특별한 생물 시스템의 응용

측면에 대하여 강의한다.

￭ 식품미생물학 (Food Microbiology) 

식품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미생물의 일반적인 분류, 형태, 특성, 증식, 생리 및 대사, 미생물의 물

질대사, 효소, 유 전 및 변이 등에 대한 이론과 배지의 조제, 기구 및 배지의 살균법 등 기초 조작법을 

익히고 미생물의 순수분리, 검정, 염색법, 배양법 등을 습득한다.

￭ 약용식물소재학 (Crude Drug Resources)

기능성 식품은 물론 의약품 소재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생약자원의 특성, 생리활성, 안전성, 활용방

법 등을 현대과학에서 규명된 자료와 한의서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함으로써 생약자원에 대한 

제반 전문지식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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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유기화학 I (Bioorganic Chemistry I)

유기화학의 기초이론과 알칸, 알켄, 알킨, 알콜 등 지방족 화학물의 구조와 합성, 반응성을 습득하여 방향

족 화합물, 카르보닐 화합물, 유기산, 아민 등의 구조, 합성 및 반응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 식품공학 및 실험 (Food Engineerig & Lab.)

식품가공에 응용되는 일반적인 공정원리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강의한 다음 유체역학, 열전달, 물질전달, 

증발, 농축, 탈수, 건조, 혼합, 추출, 동결, 냉동 등의 단위조작과 식품공학의 기초원리 및 응용기술에 대

하여 이론과 실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 식품화학 (Food Chemistry)

식품의 일반성분, 전분의 호화 및 노화, 유지의 산패, 식품의 특수성분인 효소, 색소성분, 향기성분 및 맛 

성분 등의 구조와 성질, 식품 중 유독물질, 자연식품과 가공식품의 이화학적 본질 그리고 식품가공 시 발

생하는 화학변화에 대하여 강의한다.

￭ 식품저장학 (food Storage)

식품 저장에 관한 원리와 기초이론을 중점으로 식품 산업체의 적용 실례를 이해함으로써 식품전공자로서 

기본적인 식품가공저장 중의 식품위생안전 관리 능력과 새로운 식품저장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한다.

￭ 생화학 II (Food Biochemistry II)

유전의 기본물질인 핵산의 구조, DNA 복제, 전사 및 번역의 유전자 발현 및 유전자 조작의 최근 응용을 

간략하게 다루고 핵산 구성성분의 대사와 신호전달기전과 대사와의 연계를 강의한다.

￭ 미생물소재과학 (Science of Microorganism Materials)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및 기능성 식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에 따른 기능성 식품, 나아가 의약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각종 기능별 소재의 종류, 특징, 유용 생리활성, 유용성분의 추출ㆍ분리방법, 기능

성 미생물소재로서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강의한다.

￭ 식품분석 및 실험 (Food Analysis & Lab.)

화학의 기초 원리를 토대로 화합물의 정량 및 정성분석에 관한 기초이론과 방법을 다루며, 시약 및 기기

의 취급 및 조제법, 중화적정, 침전적정, EDTA적정, 산화환원적정 등의 분석 실험과 더불어 식품 중의 

기본성분인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조섬유, 환원당 등의 함량을 정량하고 이를 성분들의 각종 

이화학적 특성에 대하여 이론과 실험을 통해 학습한다.

￭ 식품위생 (Food Sanitation)

식품위해 방지를 위해 식품 중의 또는 식품가공 및 제조 중에 발생되는 각종 유해물질의 종류와 그 오염

원, 특징 및 예방법을 이해시키고 식중독, 식품첨가물, 전염병, 위생관리 및 위해 요소중점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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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등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 항노화관리론 (Control of Antiaging))

노화의 기본개념, 생체의 대사조절,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 강의로 하고 각종 식품과 노화와의 관련 

특성, 효소의 이용, 효소의 생산, 효소 저해물질, 효소의 고정화 등과 관련하여 강의한다.

￭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식품가공의 기초이론, 원리, 방법, 품질관리 등의 기초적인 내용과 농산물 식품 가공에 관련하는 원료, 검

사, 전 처리 방법 등을 강의하며 곡류가공, 전분가공, 대두단백가공, 야채가공, 과실가공, 통조림 및 병조

림 등에 관한 기초 이론과 가공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복제, 전사 및 번역의 유전자 발현 메카니즘, 이들을 조절하는 각종 신호전달, 세

포의 발생과 분화, 세포가 다양한 외부자극 및 환경변화에 따른 유전자 발현 조절과 각종 생채 내 현상

에 대하여 분자수준에서 강의한다.

￭ 식품미생물 실무 (Food Microbiology Lab.)

산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생물과 이들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의약품, 발효식품 및 생물 산업 제품에 

대하여 소개하고 제품 생산과 관련한 미생물 배양, 대사반응, 조절기작, 발효공정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리활성물질의 탐색 및 개발동향 등을 학습함으로써 미생물을 이용한 산업적 응용기술을 습득한다.

￭ 발효학 (Fermentation Technology)

유용 미생물의 분리, 배양, 보존 및 육종, 배양공학, 배양물의 분리 및 정제 등 발효 공학의 기초이론과 

미생물을 이용한 알코올, 유기산, 아미노산, 핵산관련물질, 효소, 항생물질 등 각종 유용물질의 생산 그리

고 미생물의 특수 이용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 식품위생법규 (Regulation of Food Sanitation)

식품위생법, 식품영업허가 제한기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위생종사자 등의 건강진

단 규칙, 전염법 예방법,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먹는 물 관리법 등 식품위생에 관계되는 행정상의 제

반 규정을 파악하고 또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학습한다.

￭ 식품생리학 (Food Physiology)

식품과 인체생리와의 상관관계를 조명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역점을 두고 학습한다.

￭ 면역학 (Immunology)

생명체가 자기와 비자기를 구별하고 자신에게 침투한 비자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명체가 방어하는지에 대

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면역반응의 특징, 면역반응과 관련된 세포, 체액성 및 세포성 면역, 분자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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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수준에서의 면역반응, 면역반응의 손상 및 조절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 전공영어강독 (Reading of Specialization English)

식품, 생명과학, 영양학, 조리학 등과 관련된 전문용어 해설, 원서 및 논문의 강독방법을 학습시키고 실제 전

공원문을 강독함으로써 전공과목의 이해도와 학습능력을 제고시키고 효율적인 전공학습의 기회를 부여한다. 

￭ 위생곤충학 (Medical Entomology)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곤충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며 매개곤충의 방제 및 곤충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학습능력을 제고시킨다.

￭ 건강기능식품법 (Law of Healthy Functional Food)

국내 건강기능성 식품법이 발효됨에 따라 식품의 기능성 및 유용성, 표기법 등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분

야로 국가에서 출간한 법전을 기준으로 건강기능성식품의 법적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 HACCP 이론 및 실무 (Theory and Practice of HACCP)

식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의 위생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다른 어느 것 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할 

분야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축ㆍ수산 식품가공 및 유통에 운용되고 있는 HACCP분

야를 전 식품가공 및 유통에 활용하기 위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 식품 물류학 (Logistic of Food)

우수한 식품가공기술을 통한 제품개발에 성공했을지라도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

러한 제조 및 판매과정의 분석 및 식품의 특성에 따른 유통망 구축 등 새로운 기법의 마케팅 학을 학습한다. 

￭ 현장실습 (Field Study)

전공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기업체, 연구소 등 식품생명 및 식품가공 산업 분야의 현장

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함으로써 실무지식과 현장적응능력을 배양한다.

￭ 졸업창작물 (Creation of Graduation)

건강기능식품학의 전 과정을 학습한 결과를 하나의 창작물을 발표함으로써 현장으로의 진출의 발판을 마

련하기 위한 학습의 장을 마련한다.

￭ 건강기능식품 실무 (Practice of Manufacturing Goods for Healthy Ffunctional Food)

기능성식품의 개발과 함께 실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분야를 다루는 것으로 기능성식품

의 각 분야별 제조공정을 현장중심의 기계와 설비 , 제조방법, 제조공정의 특징 및 활용 방법을 중점적으

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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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가공식품실무 (Practice of Processed Food)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엄청난 양의 가공식품의 종류와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식품가공의 공정에 따른 가

공식품의 특성과 유통과정을 학습하고 실무현장의 학습을 통한 기량향상에 있다.

￭ 전통식품학 및 실무 (Practice of Traditional Food)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은 현대의 웰빙 식품의 경향과 맞추어 우수한 영양과 조리과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 

식품이다. 따라서 전통식품의 현대화 및 과학화를 위한 이론과 실무를 익힘으로써 우리 전통식품의 우수

성을 배우고 발전시키기 위한 학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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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자동차공학과

가. 교육체계도

교육철학 창의적 사고력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패기 있는 인재양성.

인 재 상 건전한 윤리관을 갖추고 사회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인

교육목표

확고한 직업의식과 봉사정신을 갖춘 기계 및 자동차분야 전문지식인 양성

전문기술인으로서 요구되는 인성교육 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한 실무중심교육

교육과정

편성방향

수학 및 기초과학의 이해

와 응용

전공기초지식의 이해 및 

응용

지식기반교육과정
실험 및 자료의

분석과 응용

최신기술 및 도구의 활용

기계자동차시스템 및 공정

의 설계
산업밀착형교육과정 복합적 현장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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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기계자동차공학은 기계공학의 기본을 바탕으로 자동차관련기술이 융합되는 첨단공학이며, 기계자동차공

학의 기초에서부터 응용에 이르기까지의 심도 있는 학습을 위하여, 전공분야의 기반과목과 전공기초역학

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하고, 이론에 치우친 교육보다는 최신기술이나 설계 도구 등을 이용한 실수위주

의 교육을 하여 졸업 후 기계 및 자동차 관련 산업체에서 연구, 설계, 생산기술, 품질관리 등의 다양한 

업무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확고한 직업의식과 봉사정신을 갖추어 습득한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사회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상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세부 교육 목표를 설정

한다. 

①기계 및 자동차공학에 관한 이해,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전공지식기반 배양

수학 및 기초과학의 이해와 응용 능력 배양

전공기초 지식의 이해 및 응용 능력 배양

실험 및 자료의 분석 및 응용 능력 배양

②현장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 능력 배양

최신 기술 및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

기계자동차시스템이나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복합적인 현장문제 해결에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배양

③기계자동차 전문기술인으로 필요한 기본소양 함양

협동정신과 봉사정신 함양

건전한 윤리관을 갖춘 교양인 양성

국제적인 협력과 효과적인 의사 전달 능력 배양

다. 특성

본 학과는 울산에서 부산, 창원, 사천에 이르기까지 국내 기계 및 자동차공업단지 등과 긴밀한 산학협동 

중심벨트를 형성하는 지리적인 장점을 배경으로, 지역 내 기계 및 자동차 관련 산업체와 긴밀한 산학연

계를 이루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사고력과 현장 감각을 두루 갖춘 젊고 패기 찬 인재를 양

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학과에서는 기계 및 자동차 산업의 기초 분야인 기계적인 이론을 토대로 기초 

부품의 제작에서부터 컴퓨터를 사용한 부품 설계 및 차체의 동적 설계, 전기ㆍ전자 기본기술을 갖춘 인

재를 양성하고, 실험실습 장비를 이용한 실험실습을 통하여 부품설계, 제조 분야 및 차량 관리, 검사 등

의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을 양성한다.

라. 발전방향

기계, 자동차 및 관련 산업분야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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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체와의 주문식교육과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지속적인 개발

②강의와 실험실습을 병행을 통한 교육효과 증대 및 현장에서의 재교육이 없도록 실무중심의 교육 강화 

③기계 및 자동차 산업분야별 직업교육을 통한 향후 급변하는 사회의 추세에 대응 할 수 있는 진로지도

의 강화

④컴퓨터, 전산언어 등의 과목을 통한 정보처리교육 강화

⑤기계 설계 및 자동차관련 기사자격증 취득 강화

⑥현장실습 교육 및 인턴십 제도를 통한 현장적응능력 강화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완성차 생산업체

②기계 및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③항공기 및 부품제조업체

④조선소 및 선박부품 업체

⑤자동차검사기관

⑥자동차관련 영업 및 보험업

⑦자동차관련 사정인

⑧자동차 전자부품 생산 및 유지보수업체

⑨연구소 및 기술개발 업체

⑩대학원 진학

취득자격증

①기계설계 기사

②일반기계 기사

③품질관리 기사 

④산업안전 기사

⑤자동차정비 기사

⑥자동차검사 기사

⑦건설기계 기사

⑧일반전자 분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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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이수
학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
의

실
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대학생활과 진로설계(교필) 1 1 0 공업수학(계열공통) 3 3 0

자동차공학 3 3 0

물리학 2 2 0

전산기계제도 I 3 1 2

프로그래밍언어 및 실습 3 1 2

1-2

취업전략과 역량강화(교필) 1 1 0 정역학 3 3 0

전기공학 3 3 0 기계공학입문 3 3 0

자동차공학실험 2 0 2

전산기계제도 II 3 1 2

2-1

열역학 3 3 0 기계공작법 3 3 0

재료역학 3 3 0 자동차새시 3 3 0

자동차전기실험(전실) 2 1 2

자동차엔진실험(전실) 2 1 2

전공심화과정 I 2 0 0

2-2

유체역학 3 3 0

정밀공학 3 3 0

응용열역학 3 3 0

시스템해석 3 3 0

전자제어새시 3 3 0

새시응용실험(전실) 2 1 2

전공심화과정 II 2 0 0

3-1

3D-CAD I 3 1 2 유압공학 3 3 0

기계설계 3 3 0 전기자동차 3 3 0

내연기관 3 3 0

자동차검사공학 및 실험(전
실)

2 1 2

3-2

소성가공 3 3 0

자동차디젤엔진 3 3 0

3D-CAD II 3 1 2

자동차부품설계 I 3 1 2

전기응용실험 3 1 2

기계재료 3 3 0

4-1 사회봉사(교필) 2 0 0 대체에너지자동차 3 3 0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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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이수
학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
의

실
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로봇공학 3 3 0

성형공정설계 3 3 0

자동차부품설계 II 3 1 2

유한요소해석 3 1 2

4-2

정밀측정 3 3 0

자동차공기조화 3 3 0

창의종합설계 3 1 2

사. 교과목 개요

￭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공학수학은 기계공학 전공자가 전공문제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수학을 응용의 관점에서 배우

게 된다. 상미분방정식과 선형대수학 등이 중점적으로 학습되며, 수학적인 이론이나 정리의 증명보다 기

계공학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응용 수학에 큰 비중을 두게 되며, 수학적 접근 방법의 이해와 함께 관

련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도 병행된다. 

￭ 자동차공학 (Introduction to Automotive Engineering)

자동차공학의 전반적인 소개와 자동차기술의 현황 및 추세와 자동차의 효율적인 운행과 배기가스를 줄이

기 위해 자동차 주요 부분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학습하고, 엔진,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현가

장치, 전기 및 전자장치를 다룬다.

￭ 물리학 (Physics)

기계공학의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 기본 개념과단위계를 숙지하고, 물리적 법칙 및 현상을 수식화하는 방

법과 그 해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시켜 역학과목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지식 배양에 있다..

￭ 전산기계제도Ⅰ(Machine Computer Aided Design Ⅰ) 

기계제도에 관한 규격, 도형의 표시법과 투영법, 기하공차 및 치수기입법 등 기계제도의 법칙과 용법을 학습하

며, 물체의 표현방법, 제도규격, 기계요소의 제도법과 올바른 작도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프로그래밍언어 및 실습 (Programming Language And Practices) 

프로그램의 수행속도나 표현의 다양함으로 컴퓨터 운영체계와 응용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언어의 기초개념을 이해시키고 자료형의 변환, 연산자, 제어 및 loop 순환문, 변수와 함수, 배열과 포인

터 등을 실습을 통해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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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역학 (Engineering Mechanics)

물체의 평형개념을 이해하여 고체역학 및 기계요소설계의 기본을 익히는 과목으로, 자유물체를 그리는 

방법을 익혀 내력 및 반력을 구하는 법을 배운다. 또한 힘과 비운동체와상호관계, 이들 물체의 변형에 대

한 역학관계를 학습한다.

￭ 전기공학 (Electric Engineering ) 

자동차의 기초회로이론과 전기전자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해석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자동차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 그리고 전기적 특성을 정확히 익힘으로써 자동차의 기능적인 이

해와 응용ㆍ개발 능력을 키운다. 

￭ 기계공학입문 (An Introduction to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 및 이와 관련되는 장치와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원리, 성능, 설계, 제작, 이용, 운전 등에 대한 기초와 응용

분야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 기계를 대상으로 기계의 구성과 상태, 공작법, 여기에 가해지는 에너지, 사용

재료, 기계요소와 원동기 및 일반기계와 공작기계 그리고 산업기계 등에 관한 기술적 이론과 지식을 다룬다.

￭ 자동차공학실험 (Automotive Engineering Experiment)

자동차의 각 부분의 구조를 습득시키고 자동차의 각 부품의 성능을 각종 테스터기로 측정하여 정상여부

를 판단하고, 그 성능이 고장 났거나 저하되었을 때 수리하고 정비하는 능력을 학습한다.

￭ 전산기계제도 Ⅱ (Machine Computer Aided Design Ⅱ) 

기초적인 제도능력을 바탕으로 응용 발전시켜 CAD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 CAD시스템

을 이용하여 기계의 부품이나 기계자체를 도면화 하여 현장실무와 기계설계 제작시의 제도능력을 기른다. 

￭ 열역학 (Thermodynamics)

열역학에서는 상태에 따른 물질의 성질변화를 교육하고, 이로부터 열역학의 기본법칙을 공식화하는 과정

을 교육한다. 열역학의 제 1 및 제 2 법칙을 기본과정의 해석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의 발생, 변환, 이용 전달과 관련된 실제과정의 해석능력을 배양한다. 

￭ 재료역학 (Mechanics of Materials)

기계와 구조물에 작용하는 각종 외력에 의해 그 부재 내부에서 발생하는 응력, 변형률 관계를 밝힌다. 인

장, 압축, 전단, 비틀림, 보속의 응력, 보의 처짐, 정정, 부정 문제, 기둥의 이론, 재료의 기계적인 성질과 

구조물의 안정관계 등 설계의 기준이 되는 강도특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 기계공작법 (Manufacturing Process)

기계공작법은 기계 부품의 제조 및 생산에 필요한 이론, 방법 응용기술 등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산업 현

장에서 생산 및 설계 관련 업무에 필요한 기분 지식을 갖추는데 있다. 기계공작법에서는 공장견학과 실

험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제조와 생산에 대한 기계기술자로서의 감각을 배양한다. 



481

￭ 자동차새시 (Automotive Chassis)

자동차의 기관과 전기장치 등을 떠받히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등의 동력전달 장치

에서부터 현가장치의 정비, 조향장치, 및 앞바퀴정렬, 제동장치, 휠 타이어 점검에 이르기까지 이론적인 

지식을 학습하며 최근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자동 변속기, 안정성을 극대화시킨 ABS제동장치, 전자제어 

현가장치, 전자제어 조향장치 등 자동차의 섀시에 장착되어 있는 전자제어 시스템의 이해와 개발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둔다. 

￭ 자동차전기실험 (Automotive Electric Training) 

자동차 구동의 대부분이 전기ㆍ전자화 되어 가는 추세에 부응하여 전기전자에 대한 이해와 고장부위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하도록 학습한다. 또한 엔진계통의 전기정비, 전기계통의 전자제어정비, 보디계통의 

전기정비, 전기회로의 시험 등 자동차의 각 전기 분야의 점검 및 정비에 대하여 폭넓은 지식의 습득방법

을 배양하도록 한다. 

￭ 자동차엔진실험 Ι (Automotive Engine Experiment)

열을 기계적인 일로 바꾸는 장치 중, 특히 연소에 의해 발생한 고온고압의 가스에 의해 직접 일을 하는 

장치인 자동차엔진에 대하여 기초이론과 구조 설계 등의 개요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각 부분의 성능향상, 

열효율을 제고, 배기 배출물 절감 등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실험을 통하여 엔진의 구조 및 기

능을 익힌 다음, 성능, 연비, 배기 등을 측정한다. 또한 자동차 엔진의 분해, 조립, 측정, 점검, 교환, 조

정, 배선, 가동, 시험, 판정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유체의 기본적인 각종 성질과 정지유체 내에 작용하는 압력분포를 다루고 유체문제를 해석하는데 쓰이는 

3가지의 방법 즉, 검사체적의 적분방법, 유체입자의 미시적인 접근방법, 차원 해석방법에 대해 배우고, 

특히 유체의 유동원리,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유체역학에 관한 제반문제의 해결능력과 응용능력을 배양한

다.

￭ 정밀공학 (Precision Machining Engineering)

일반 절삭가공에 있어서의 생성기구, 최적의 절삭조건, 절삭공구의 재질과 수명, 각종 절삭가공 공정과 

연삭가공공정, 공정의 자동화와 생산성향상 등을 기본으로 하고 정밀가공법의 종류, 원리 및 용도 등에 

대해 지식을 쌓아 현장에서 공정해결 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응용열역학 (Applied Thermodynamics)

응용열역학은 열과 일 그리고 이에 관련된 상태량을 다루는 학문으로, 열역학의 기본적인 개념인 상태량, 

에너지, 엔트로피에 대해 배우며, 이를 기초로 하여 열역학의 핵심원리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나다내는 

열역학 제1법칙과 현상의 진행방향을 나타내는 제2법칙의 개념과 정성적 또는 정량적 계산법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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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해석 (System Analysis)

제어시스템의 기초이론 및 응용 등을 교육함으로써 시스템을 해석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기르

는데 중점을 둔다. 선형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에 의한 시스템의 특성 해석, 안정

성, 그리고 제어계의 설계 실습에 중점을 둔다.

￭ 전자제어새시 (Chassis Electronic Control)

 새시전자제어I은 자동차새시 과목에서 다루었던 새시의 기계적 메카니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시

전자제어 시스템별 개요 및 제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실차 정비 사례를 접목하여 이론과 실무적인 지

식을 동시에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새시전자제어I에서는 지능형자동변속기, 4륜 구동장치, 전자제

어 조향장치 및 전자제어 현가장치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룬다.

￭ 새시응용실험 (Chassis Applied Experiment)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클러치, 변속기, 현가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섀시의 구조와 역학적인 특성

을 실제차량의 분해조립을 통하여 공부하고 각 장치에 대한 점검, 고장진단 및 정비방법에 대하여 실습

함으로서 정비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3D-CADⅠ (Computer-graphic Aided Three-dimensional Interactive Application Design Ⅰ)

CAD(Computer Aided Design)의 목표는 설계 기간의 단축, 설계의 수정 및 변경의 단 시간 대응처리, 

설계 품질의 향상, 사내 표준화 촉진, 생산성의 향상과 경비 절감 및 신규 설계에 대한 신속한 시뮬레이

션이다. 자동차 업체에 3차원 설계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3차원 설계 Software 인 

Pro-Engineer나 CATIA를 이용한 나사, 키이, 핀, 코터, 축이음 설계를 기초로 복잡한 자동차 형상 등의 

3D-modeling & Assembly 능력을 학습한다.

 

￭ 기계설계 (Machine Design)

고체역학의 기초 위에서 일반적인 기계나 구조물에서 많이 쓰이는 기계요소의 설계 및 제작을 위한 구체

적인 방법을 익혀 실제 기계의 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그리고 설계변수들의 통계적인 

처리를 위한 기초를 배우며 볼트, 너트, 키이 등의 결합용 기계요소, 용접부 강도 계산, 스프링, 베어링 

등의 기계요소를 구체적으로 이해시킨다.

￭ 유압공학 (Hydraulics & Pneumatic Control)

유압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펌프, 모터, 실린더, 밸브, 배관 및 필터 등에 대한 기본원리, 해석, 

Computer Simulation 및 실험에 의해 기본 이해력 및 시스템 설계 능력을 배양한다. 유압기기의 관내의 

비정상 흐름, 유공압 기기의 특성, 유압 서보계, 공기압 서보계, 유공압 디지털제어, 유공압 메커트로닉스 

제어 등을 학습하게 하고, 실험에서는 이론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유공압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동작

원리, 구조 및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익힌 다음, 실제면의 시야를 넓히는 해결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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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Electric Vehicle)

세계 각국 정부의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전기자동차의 입지는 갈수록 확고

해질 전망이다. 이에 전기자동차 기술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인 전기자동차의 개요와 

전반적인 동향, 전기자동차의 역사 및 종류, 축전지의 종류 및 특성, 연료전지,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계 

각국의 개발동향, 필요성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하여 공부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 내연기관 (Internal Combustion Engine for Automobile)

열에너지를 기계적 일로 변환시키는 내연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구성, 작동원리 및 이론적 지식을 갖게 

하고, 특히 가솔린기관에 장착되어 있는 전자제어 시스템 중에서 전자제어 연료분사장치, 흡기계통, 연료

계통, 제어계통 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폭을 넓힌다.

￭ 자동차검사공학 및 실험 (Automotive Inspection Engineering & Training) 

자동차의 기계적인 결함이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구조, 장

치 및 성능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운행여부를 판정해 주는 능력을 학습시키고, 자동차 

검사용 시험기기를 직접 조작, 실습을 통하여 자동차 검사실무능력을 배양하게 한다.

￭ 소성가공 (Analysis of Metal Forming Process)

 기계부품 또는 자동차 부품에 관하여 소성체에 관한 역학적인 해석방법에 관한 강의를 통하여 금속유동

에 관한 공학적 사고를 함양하고 실제 소성가공분야(열간/냉간단조, 전방/후방 압출, 압연, 인발, 박판 성

형 등)의 금형 및 예비성형체등의 설계 문제의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통한 금속 유동에 관한 컴퓨

터 엔지니어링(CAE)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다.

￭ 자동차디젤엔진 (Diesel Engine) 

연료의 연소로써 발생된 열에너지를 기계적인 일을 얻는 왕복식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디젤엔진의 작동원

리에서부터 최신의 GDI엔진에 이르기까지 엔진작동 메카니즘을 학습한다. 특히 희박연소, 초희박 연소, 

대체연료사용 엔진에 대하여 학습하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신 엔진에 대하여 이해능력을 높게 한다.

￭ 3D-CAD Ⅱ (Computer-graphic Aided Three-dimensional Interactive Application Design Ⅱ)

CATIA를 활용하여 구조해석 및 최적화, 기계 메커니즘 및 NC가공, Mold, Structure ＆ Piping, 

Rendering ＆ Sketch , 모델의 간섭 유무, 기하학적 구성의 적합성 등의 검토, 격자 핸들링, 정적 및 동

적해석 그리고 최적화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자동차부품설계Ⅰ (Automotive Part Design I) 

Auto-CAD 및 컴퓨터응용설계를 배운 학생들에 대한 전공심화 및 최신의 설계기술의 학습과 기계부품 

또는 자동차 부품에 관하여 3차원 CAD 시스템의 강의를 통하여 공학적 사고의 함양 및 3D 실무설계능

력을 배양하는데 교수목표가 있다. 3차원 CAD 설계의 제 1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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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응용실험 (Electric Applied Experiment)

전기, 전자공학에 대한 이해와 이들 공학이 기계공학의 접목과 응용을 위한 기본지식 배양에 주안점을 

둔다. 디지털회로의 해석 및 구조설계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논리회로에 대한 지식을 습할 수 있

도록, 수의 진법과 이진연산, Bool 대수, 조합논리, 플립플롭, 간략화, 회로의 동기와 비동기구조, 레지스

터 및 카운터구조 디지털논리회로 등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이해를 함양한다.

￭ 기계재료 (Machine Materials)

기계 구조물의 안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강도설계의 관점에서는 이에 작용하는 외적 하중조건을 충

분히 파악함과 동시에 이에 알맞은 재료의 선택이 중요하며, 이에 기계재료학의 야금학적 관점보다 재료

의 기초에서 응용까지 폭넓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집중 강의 및 학습한다.

￭ 대체에너지자동차 (Alternative Energy Car))

에너지와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천연가스 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대체연료자동차의 연구 개발 및 

실용화 보급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저공해 대체에너지 자동차에 관하여 집중 학습한다. 

￭ 로봇공학 (Robot Engineering)

로봇에 대한 기계적인 구성, 기구학적, 동력학적인 해석, 로봇의 제어방법 및 로봇에 이용되는 각종 센서

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로봇의 설계 및 제어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나아가 각종 로

봇의 동특성 해석, 경로계획과 로봇의 제어 방법 등에 대한 이론 강의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해력 및 

실무적응능력을 배양한다. 

￭ 성형공정설계 (Process Design of Metal Forming)

제품개발에 의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금형기술이다. 성형기술은 제품의 외관품질 및 제품

의 COST를 좌우하는 중요한 생산기술이다. 여기서는 프레스를 이용한 열간ㆍ냉간 단조(Hot Cold 

Forging), 압연(Rolling), 압출(Extrusion), 인발(Drawing) 및 판재 성형(Sheet Metal Forming) 등의 이

론시간에 배운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정밀 자동차 부품 성형을 위한 공정 설계의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을 위하여 상용 Software인 DEFORM을 학습한 후, 정밀 자

동차 부품 성형을 위한 금형의 도면화 작업 능력을 단계적으로 배양한다.

￭ 자동차부품설계 Ⅱ (Automotive Part Design II) 

 Auto-CAD 및 컴퓨터응용설계를 배운 학생들에 대한 전공심화 및 최신의 설계기술의 학습과 기계부품 

또는 자동차 부품에 관하여 3차원 CAD 시스템의 강의를 통하여 공학적 사고의 함양 및 3D 실무설계능

력을 배양하는데 교수목표가 있다. 3차원 CAD 설계의 제 2 과정이다.

￭ 유한요소해석 (Finite Element Analysis)

다양한 수치 데이터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행렬, 선형방정

식의 수치해법, 고유치문제, 보간법이론, 수치 적분과 수치 미분, 미분 방정식에 관한 수치해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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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측정 (Precision Measuring)

자동차 기계부품의 치수 및 형상의 측정 및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정밀측정의 기초지식을 계통적으로 취

급하며, 각종 측정기의 원리, 구조 및 응용방법을 학습한다. 특히 최근에 그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져 가

공 있는 표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 및 형상 정도 측정 그리고 미래의 3대 유망 신기술로 떠오르

는 나노 기술 (Nano Technology)의 기초에 대하여 학습한다. 

￭ 자동차공기조화 (Automotive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열역학과 열전달의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냉동과 공기조화의 기본원리와 물리현상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공기조화장치의 작동 및 진단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이론과 실무 능

력을 갖추도록 교육한다.

￭ 창의종합설계 (Capstone Design)

 체계적인 설계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성 증진과 문제해결 능력강화 방안을 찾는데 교과과정의 목

표가 있다. 이를 위하여 창의설계과목 및 기계공학의 설계, 제작, 가공 등의 학습을 토대로 창의적인 제

품 설계를 수행한다. 본 과목은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학생 스스로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이

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학습 및 실습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과목이며, 팀(Team)을 구성하여 수업이 진

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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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학과

가. 교육체계도

인 재 상
“타인을 위한 봉사적 인성을 바탕으로, 실무적 능력이 탁월한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인재”

교육목표

전문기술능력과 자격을 겸비한 전문 소방인 양성

실용적 자격 교육 창의적 기술 전문 교육

교육철학
“참된 인성과 기본에 충실한 인재를 양성하자”

“투철한 봉사와 책임감 있는 소방 전문인을 만들자”

교육과정

편성방향

소방기초 및 관계법규

유체역학 및 기초 

소방기계설비 응용

실용적 자격

교육과정

소방전기설비

소방전기회로

위험물처리 및 응용

화재시뮬레이션

소방 CAD

성능위주소방설계

창의적 기술

전문교육

회재조사 및 감식

피난설계

방화 및 방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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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산업의 고도화 및 집적화된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방방재기술

과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소방방재공학 이론의 확립과 전문적인 지식의 습

득은 물론 특히 최근 들어 빈번해진 사회전반에서 발생되는 화재 및 사고, 재해 예방, 안전관리지도 및 

점검능력을 겸비한 전문 소방방재 및 산업안전기술자를 양성한다.

①소방시설의 각종 장비의 작동원리와 사용 방법을 실습하여 소방방재설비의 응용능력을 향상

②소방법규 및 각종 안전 법규를 교육하여 소방안전관리 전문가로써 기초지식 배양

③산업시설 및 주거 생활시설에 대한 피난계획을 학습하고 피난시설의 기본설계 기술 연마

④산업안전시설 및 소방시설관련 실무를 교육하여 방화관리자 업무 능력 배양

⑤전기안전이론 강의 및 실습을 통하여 소방방재전기설비관련 전문지식 향상

⑥각종 유해 화학물질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해 전문지식 함양

⑦산업체 경험을 가진 교수의 강의로 실무에 능한 소방 전문 기술자 교육 강화

다. 특성 

①모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방화관리자 자격 졸업 시 부여

②소방공무원 특별채용(소방관련 학과 졸업자만 응시 가능)

③소방 설비기사 (기계, 전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심화학습

④소방실무에 필요한 실험실습과 산학연 연계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

⑤멀티미디어, CAD, 인터넷, 워드 프로세서 교육을 통한 정보화시대에 대처

라. 발전방향

21C 산업사회의 다양화, 특성화 및 세계화에 맞는 직업인으로 각 개인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

역적인 특성을 100% 살려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화재예방기술 및 재해 예방기술을 비롯

한 과학적인 소방방재공학 이론과 고도의 방재시스템기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은 물론 각종 산업안전 및 

재해관리에 필요한 유능한 전문방재기술자를 양성하고, 경남, 울산, 부산에서 유일한 소방방재공학부를 

타 대학교와 차별화시킨다.

①소방방재공학의 체계적인 내용을 교육하여 안전교육의 당위성을 부여한다.

②소방방재관련 업체 및 관공서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루어 산학관의 기술교류를 확대한다.

③기계, 전기, 화공 및 건축실무를 배양하여, 소방방재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④인근 산업체와 연계된 현장실습 및 실험실습 교육을 강화한다.

⑤소방공무원 특별 채용반 및 간부후보생반을 운영하여 최고의 소방방재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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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소방공무원(특채가능)

②소방간부후보생

③대기업 안전관리 팀

④대기업 위험물 안전관리 담당 팀

⑤대형 백화점 및 초고층 빌딩 방화관리자

⑥국가정책 연구소 연구원

⑦소방시설 및 시공업체

⑧소방감리 및 점검업체

⑨소방시설 관리업체 

취득자격증

①소방설비 기계기사

②소방설비 전기기사

③산업안전기사

④위험물기사

⑤건축설비기사

⑥가스기사

⑦위험물처리기능사 1급

⑧위험물 취급기능사 1급

⑨기계기사

⑩전기기사

⑪건축기사

⑫유무선 설비기사

⑬방화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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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이수
학기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대학생활과 진로설계(교필) 1 1 0 일반화학 3 3 0

일반물리학(계열공통) 3 3 0 건축소방학 3 3 0

 기초수학 2 2 0

 소방학개론 3 3 0

1-2

사회봉사(교필) 2 0 0 소방기계공학 3 3 0

대학수학(계열공통) 3 3 0 소방전기공학 3 3 0

 CAD 3 2 2

2-1

유체역학1 3 3 0 공업수학 3 3 0

소방전기회로1 3 3 0 소방전기회로실험 2 1 2

소방법규해설1 3 3 0 소방화학실습 2 0 2

현장심화과정1(전공심화) 2 0 0

2-2

소화설비론1 3 3 0 위험물질론 3 3 0

소방전기설비공학1 3 3 0 소화약제학 2 2 0

유체역학2 3 3 0

소방전기회로2 3 3 0

현장심화과정2(전공심화) 2 0 0

3-1

소화설비론2 3 3 0

소방전기설비공학2 3 3 0

소방기계시스템설계개론 3 3 0

소방경보시스템공학1 3 3 0

컴퓨터활용실무 3 3 0

소방기계설비실습 3 2 0

3-2

제연설비론 3 3 0

소방경보시스템공학2 3 3 0

화재조사론 2 1 2

소방법규해설2 2 2 0

전공영어 3 3 0

소방체육 3 0 3

소방전기설비실습 2 0 2

4-1

전공실무 2 2 0 구조론 2 2 0

위험물시설론 2 2 0

화재현상론 3 3 0

연소폭발론 3 3 0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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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이수
학기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소방정보통신론 3 3 0

4-2

취업전략과 역량강화(교필) 1 1 0 성능위주소방설계 3 3 0

소방행전실무 2 2 0

화재피난시뮬레이션 3 2 1

재난관리론 2 2 0

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인성
교육

1,2,3,4 BH 지도 ADE사업으로 지도학생간의 멘토링으로 야외학습

1,2,3,4 학년별 BH지도 ADE사업으로 학년별 지도학생의 멘토링 지원

1,2,3,4 멘토 DAY행상 ADE사업으로 멘토링을 위한 지정한 날의 행사

2 직장체험 프로그램 진주소방서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가 및 주위환경정리

1,2,3,4 문화탐방 문화탐방 및 행사보조

직업
교육

1,2,3,4 BH  실습지도 교육과정 외 BH실습지도

1,2,3,4 동계방학 교육과정외 운영 동계방학 교육과정 외 운영 장학금

1,2,3,4 하계방학 교육과정외 운영 하계방학 교육과정 외 운영 학생지원비

3 교육과정외 실습 교육과정 외 실습지도

사. 비교과교육과정 

아. 교과목 개요

￭ 소방학개론 (Introduction to Fire Protection Theory)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의 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소방학은 우리 실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소방학의 기

초가 되는 연소와 화재의 특징, 화재 시 연소와 소화이론 및 가연물질의 화재 현상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 기초수학 (Fundamenatal Mathematics)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의 기초가 확립되지 않는 학생들의 기초 수학능력 배양과 수학과목의 기초가 확립된 

학생들은 공업수학과 소방공학에 입문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한다.

￭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College life and Career design)

대학생활을 통해 미래인재로 발돋움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개인의 전체 삶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

련하고, 진로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이다. 자기탐색, 정보분석, 윤리와 문화, 의사결

정 및 진로설계로 구성하여 저학년 때 자기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도

록 하며 이와 함께 직업의 의미와 직업 정보 분석, 진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진로를 선택할 때 외부 

환경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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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물리학 (General Physics)

 공대생들에게 물리학의 원리를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강의하며, 개념이해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예제로 이해를 돕도록 한다.

￭ 일반화학 (General Chemistry) 

소방학과에서 주로 다루는 위험물에 대한 화학적 기초를 다지는 것을 중점으로 강의를 하며 위험물질론 

및 소방약제화학 과목을 이해함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

￭ 소방건축학 (Architectural Engineering of the Fire Protection) 

건축공학에 대한 기초이론을 이해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의 설계 및 시공뿐만 아니라 소방에 이용되

고 있는 내용으로 실무에 응용될 수 있도록 응용능력을 교육시킨다.

￭ 사회봉사 (social service) 

사회봉사가 단순한 노력봉사로 그치지 않고 체험적 학습을 통해 자아실현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기 위한 

목표를 갖고 사회봉사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 대학 수학 (College Mathematics) 

대학 초급 학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초 과정 수학으로 대학에서 수학을 배우는 모든 사람에게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미분, 적분법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들의 응용과 행렬에 중점을 두었고 

예제와 문제는 올바른 이해가 되도록 다루었다.

￭ 소방기계공학 (Mechanical Engineering of the Fire Protection) 

모든 산업계의 공동기술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계공학은 경제성장과 직접 관련되어 고도의 기

술을 필요로 한다. 본 기계공학에서는 기계의 전반에 관한 설계, 제도, 시공, 제작, 운전, 보수, 공무, 검

사 및 관리 등의 능력을 배양한다.

￭ 소방전기공학 (Electric Engineering of the Fire Protection) 

전기공학에 대한 기초이론을 이해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기계 및 소방에 이용되고 있는 내용으로 실무에 

응용될 수 있도록 응용능력을 배양 시킨다.

￭ CAD (Computer Aided Design) 

소방 설계 및 소방 설비 기구의 도면화를 위한 기초지식을 숙지하고, CAD를 이용해 소방기구 및 장비의 

도면화와 실무를 위한 전산화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CAD교육을 

통하여 도면화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능력을 신장시켜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체역학 I (Fluid Mechanics I)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여러 원리와 법칙 및 유체의 성질과 특성을 이해하게 하여, 소화설비 및 시공에 응



493

용하게 하고, 체계화 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소방전기회로 I (Electrical Circuit of the Fire Protection I) 

기초적인 전기 및 전자회로의 기본 지식을 응용하여 소방전기시설의 공사 또는 점검이 적절하게 행해지

도록 하고, 소방 전기 시설이 항상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시킨다.

￭ 소방법규해설 1 (Code ofFire Protection Engineering and Administration) 

소방관계 법규 및 관련 법령 등을 이해시켜 그 지식을 통하여 예방 소방차원의 능력을 함양시킨다. 소방

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규칙, 소방 설비 공사법, 그리고 타 관련법령 등을 교육시킨다.

￭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현대 공학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하여 다

루는데 먼저 미분방정식의 해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Taylor 급수에 의한 보간법, 수치미적분, 푸리에급

수, 라프라스 변환 등 여러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룬다. 

￭ 소방전기회로 실험 (Experiment for Fire electrical circuits) 

 전기 기초 이론과 전기 회로 그리고 시퀀스 제어 및 소방 전기 설비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거의 대부

분의 내용을 실습사진과 함께 구성하여 실습 장면을 직접 보면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방 화학 실습 (Experiment of Fire chemistry) 

일반화학에 관련된 기본조작 및 기초적인 실습을 소개하였고, 이어서 유기화합물 중 소방과 관련된 위험물질 

등을 제조하고 성상을 알아보는 한편, 후반부에는 직접 화재와 관련이 되는 실험테마를 선정하여 실험한다.

￭ 현장심화과정 1 (Practices in the Field) 

소방관련 산업분야에서 현장 실습을 통하여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를 이해하고 통계를 분석하여 안전대책

을 마련 시행할 수 있는 실무적인 경험을 직접 체험한다.

￭ 소방전기설비 공학 1 (Electric Equipment Design of the Fire Prevention) 

소방 전기시설 및 설비에 대한 계통 및 배선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특히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과 같은 

소방경보설비를 비롯하여, 소화활동설비의 전기적 메커니즘 이해와 계통도와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학

습하여 소방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 소화설비론 1 (Theory of fire extinguishing systems) 

소화설비의 구조는 물론, 작동원리를 기술하여 효과적 소화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쉽고 간결하게 체계적

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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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질론 (Theory of the Hazard Materials)

각종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재해 발생을 수반하여 인명의 직접피해와 환

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과 특정폐기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중점 교육을 실하여 위험물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수한다.

￭ 소방약제화학 (Fire Protection Extinguishing Agents) 

소방을 목적으로 한 설비에 이용되는 소방약제의 종류, 특성, 제조법 등을 이해시켜 이의 응용능력을 배

양시키며 소방약제의 종류, 소화설비의 개요, 특수소화약제, 저장용기, 축압용 가스 압력 조정기 등을 교

육한다.

￭ 유체역학 II (Fluid MechanicsII) 

유체 동력학에 관한 Bernouill Eouation, Momentum Thorems, Similitude, 2차원의 Potential Flow, 

Analysis of Flow in Pipe, 2차원의 익형이론 등에 관해 강의 한다.

￭ 소방전기회로 II (Electrical Circuit of the Fire Prevention II)

기초 전기회로 이론을 바탕으로 소방실무에 적용되는 소방전기회로의 심화과정으로 전기자기학 영역, 소

방전기계통 및 논리회로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습한다. 또한 시퀀스 제어 및 자동제어의 기초적 영역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룬다.

￭ 현장심화과정 2 (Practices in the Field) 

소방관련 산업분야에서 현장 실습을 통하여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를 이해하고 통계를 분석하여 안전대책

을 마련 시행할 수 있는 실무적인 경험을 직접 체험한다.

￭ 소화설비론 2 (Theory of fire extinguishing systems) 

소화설비의 구조는 물론, 작동원리를 기술하여 효과적 소화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쉽고 간결하게 체계적

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도와준다.

￭ 소방전기설비 공학 2 (Electric Equipment Design of the Fire Prevention) 

소방 전기시설 및 설비에 대한 계통 및 배선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특히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과 같은 

소방경보설비를 비롯하여, 소화활동설비의 전기적 구조 이해와 계통도와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하

여 소방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 소방기계 시스템 설계개론 (Introduction to Fire mechanical system designs)

소방기계 설비 설계, 소방 기계설비의 도면작업을 배우며, 특히 설계 시스템의 운용으로 2차원 및 3차원

의 영역까지 소방 기계설비 설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CAD, 엑셀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통

한 소방 기계설비 설계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배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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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경보시스템 공학 (Engineering of Fire Alarm System ) 

화재 발생 시 소방대상물의 인명을 신속히 대피시키기 위한 경보시스템의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도록 교육한다. 쉽고 간결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도와준다.

￭ 컴퓨터활용실무 (computer literacy and training)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에 있어서 컴퓨터 활용은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인 분야이다. 특히 본 강좌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및 관련 실무에 대한 컴퓨터 활용에 역점을 맞추어 진행되며, e러닝 시스템을 도입한 원격 

강좌로 학습이 진행된다. 

￭ 소방기계설비실습 (Mechanical Equipment Practices of the Fire Prevention) 

소방 설비 중 기계관련 설비를 직접 제작하고, 시운전도 하여, 향후 실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한

다. 특히 소방 설비기사(기계) 시험 실기 문제 중에 실무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 제연설비론 (Smoke Defense and Ventilation Engineering)

연기이동문제는 구획화, 희석, 기류, 가압 등과 같은 메커니즘 또는 그 이상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연기이동을 제어하는 제연시스템은 연기로부터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

적으로 안전한 피난로와 안전구획을 제공되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연의 이론을 배워 방배연

설비의 설계방법을 배운다.

￭ 소방 경보시스템 공학 2 (Engineering of Fire Alarm System ) 

화재 발생 시 소방대상물의 인명을 신속히 대피시키기 위한 경보시스템의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도록 교육한다. 쉽고 간결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도와준다.

￭ 화재조사론 (Fire Investigation)

화재발생 이후 화재의 원인분석과 개개인의 불에 대한 심리적 요인을 이용하여 화재발생 원인을 조사함

으로써 재해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효율을 주며,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인명구조, 소화, 연소방지 등 소화활동의 일체를 교육하고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소방법규해설 2 (Code ofFire Protection Engineering and Administration) 

소방관계 법규 및 관련 법령 등을 이해시켜 그 지식을 통하여 예방 소방차원의 능력을 함양시킨다. 소방

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규칙, 소방 설비 공사법, 그리고 타 관련법령 등을 교육시킨다.

￭ 전공영어 (English in the Field)

소방에 관련된 우수한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외국어로 작성된 정보지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며 

해외 연구자 및 소방관련 전문가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영어 회화, 해석, 문법, 작문 등에 대해 

심화학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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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체육 (Practices of the Physical Education in Fire Administration)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필수과목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

시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 실기시험을 중심으로 실습하여 빠른 시일에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킨다.

￭ 소방전기설비실습 (Electrical Equipment Practices of the Fire Prevention) 

소방대상물을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전기적 분야인 자동 화재탐지, 

비상콘센트, 유도등 및 유도표지, 속보, 전기화재, 비상경보, 가스화재 및 소화설비의 부대 전기설비 등을 

단계적 또는 기능적으로 대응시키면서 설비의 구조성능상의 내용을 체계화한다. 

￭ 구조론 (Theory of Human Rescue) 

각종 화재 및 재해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고, 구조장비의 사용능력을 키우는 기본 지식을 습득시킨다. 내

용으로는 소방펌프 자동차, 소방용 기구 원리 및 조작방법, 화재방어, 사다리자동차조작법, 소방정 조작

법, 인명구조장비 등을 배운다.

￭ 위험물 시설론 (Theory of hazardous material facilities)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 설비의 구조와 품목별로 안전하게 취급하는 요령 등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살리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설비의 기준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내용의 순서대로 엮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내 서술적인 기준설명

을 도표화하여 관계인이 쉽게 해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내 소방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와 

관련 실무서적을 참고하여 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한다.

￭ 화재현상론 (Fire phenomenology) 

화재현상의 이론적, 공학적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연소

생성물, 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하여 연구한다.

￭ 연소폭발론 (Theory of combustion explosion) 

연소과정에서 열에너지를 기계적 일로 변환시키는 이론적 지식을 갖게 하고, 화재와 관련된 실무에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며, 연소에 의한 에너지의 변환 및 시스템 중에서 특히, 공학적인 측면에 있어

서의 적용과 연소폭발 대한 이해와 지식의 폭을 넓힌다.

￭ 소방정보 통신론 (Theory of Fi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정보통신의 역사와 발전에서부터 기술의 개념과 통신 실무, 응급의료 통신과 음급 통신방법론 등의 내용

으로 구성하여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등을 숙달할 수 있다.

￭ 전공실무 (Practices of the Project in the Field) 

소방방재시설의 관리에 있어서 시공, 점검 및 보수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들 설비의 관리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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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다루며 국가 검정기관의 검정규칙을 습득케 한다. 또한 관선 및 민간 소방기구의 소방 활동에 필

요한 신체적 행정기술(예방, 경계 및 진압)을 교육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자 한다.

￭ 성능위주소방설계 (Perfomance Based Design of the Fire Prevention) 

법규위주 소방 설계(Code Based Design)가 아닌 성능위주의 소방 설계가 가능한 인력을 배출하고자 기

반 기술을 학습한다. 특히 화재역학, 피난시뮬레이션 그리고 화재시뮬레이션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소방법규를 적용할 수 없는 신축 건물의 소방 설계 프로젝트를 주어 완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 

 

￭ 소방행정 실무 (Fire Prevention Administration Theory) 

소방행정관리를 일반 행정 이론에 접목하고, 구체적으로 행정작용의 특성,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상 강제

수단 등을 소방법을 적용한다. 소방관서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현상과 소방력 관리기준 그리고 소방공무원

의 관리/인사/안전관리/윤리 등을 배운다.

￭ 화재 피난시뮬레이션 (Fire Simulation and Evacuation design) 

화재발생 및 확산과정의 공학적 예측을 위한 컴퓨터 화재모델 프로그램을 통하여 화재결과를 예측하고 

다양한 대책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학습하며 이를 통하여 피난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할 수 있다. 최

신 건축물의 다양화에 따른 평면도 설계의 복잡화, 내부구조의 다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시즘에 화재

시 피난설계의 기초적 지식을 습득시키고, 이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종합적인 피난시스템을 이해

한다.

￭ 재난관리론 (The theory of Disaster management) 

최근에 지구상에는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산불, 폭발, 각종 사고 등의 사회적 재난

으로 인해 점점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문적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재에 관한 다양한 학문이 소개되고 연구되어지고 있다. 재난관리

론도 그 중의 한 분야로 재난관리체계,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재난관리 사례, 재난관리 법규 등 

재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다루고 있다.

￭ 취업전략 및 역량강화 (employment strategy and strengthening of ability) 

채용전망, 입사서류, 면접스피치 등 하나의 특정 분야에만 치우쳐 내용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세부 분야

의 내용도 골고루 담기도록 적절하게 안배를 하고 신경을 쓴다. 빠르게 변화하는 취업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요구와, 실질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인을 원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

응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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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학과

가. 교육체계도

인 재 상 지역에 봉사하고 국가발전에 기둥이 되는 실용적 실내건축전문가 양성

교육목표

사물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실용적 인재 양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교육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혁신적 교육

교육철학
“창조적교육으로 새로운 주거문화 창달”

“기술과 봉사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인재양성”

교육과정

편성방향

현장 중심교육

자격증 취득반 개설

실습중심 교육

실용적 교육과정

기술 재능기부형 교육

체험적 교육

사물 비판능력 함양

토론식 교육

학생 주도적 평가

참여형 강의

창조적 교육과정

연구 발표중심 수업

글로벌 건축문화 전달

자매대학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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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실내건축학과에서는 실내건축분야의 전문화된 전공교육과 실용성을 염두에 둔 창의적 연구 능력의 함양

을 통해 전문성, 창의성, 현실성 있는 실내건축 전문인을 육성함에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실

내건축학과는 실내건축 관련 제반 이론을 습득하여 

①사물을 분석• 종합하여 예술적으로 재창조하는 능력을 갖춘 실내건축가를 양성한다.

②이론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한 실내건축 전문인을 양성한다.

③실내건축문화 창달에 공헌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인재를 양성한다.

다. 특성 

①변화해 가는 실내건축계에서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역량도모를 위한 인성 교육 강화

②국제화 시대에 맞는 실내건축교육을 위한 관련분야 산업체 전문가들과의 연계교육 강화

③실내건축분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④대외 작품 공모전 참가 활성화 및 전공 관련 학생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⑤환경 친화적 건축 및 건물 성능 향상에 대한 교육 강화

⑥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사고력을 갖춘 균형 잡힌 인성교육을 위한 책임지도 교수제 시행

 ⑦해외대학 교환학생 및 유학지도 강화

라. 발전방향

①고도의 전문화된 실무형 실내건축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의 전문적인 실무, 연구, 산업, 교육, 공직 등 각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②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극대화한다. 

③실내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과 실천의 방법론을 정립한다.

④실내건축의 완성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한다. 

⑤건축 관련 전문분야와의 상호 연계성을 갖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통합적 안목을 지닌 실

내건축 전문가를 양성한다.

⑥실내건축 분야의 산• 학• 연 협동위원회 구성을 통한 연계교육을 활성화하여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실내건축 사무소

②건축 설계사무소

③리모델링 회사 및 국영기업체

④국내기업체



501

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
습

1-1

대학생활과 진로설계(교양필수) 1 1 0  도학 2 1 1

 모형제작 3 2 2

 공간과 사진 3 2 2

 실내디자인개론 (계열공통) 3 3 0

1-2 

 구조의 이해(전공필수) 3 3 0  건축스케치 2 1 2

 주거학 3 3 0

 실내건축CADⅠ 3 1 2

2-1

 건축제도(전공필수) 3 2 2  실내건축방법론 3 3 0

 실내환경디자인(전공필수) 3 3 0  실내건축CADⅡ 3 1 2

 주택설계 3 1 2

 실내건축구조 3 3 0

2-2

 안전과디자인매니지먼트 3 3 0

 건축조형실습 3 1 2

 실내건축설계 Ⅰ 3 1 2

⑤건설관련 시공업체

⑥건축 관련 공무원

⑦건설감리회사

⑧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체

⑨건축설비설계사무소

⑩국내외 대학원 진학 

취득자격증

①실내건축기사

②건축기사

③건축설비기사

④주택관리사

⑤CAD 및 컴퓨터관리 자격증

⑥건설안전 기사

⑦컬러리스트기사

⑧산업안전기사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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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
습

 컴퓨터그래픽표현기법Ⅰ 3 2 2

 건축계획각론 3 3 0

  실내마감재료 연구 3 3 0

3-1

 취업전략과역량강화(교양필수) 1 1 0  현장심화과정 Ⅰ 2 0 0

 조명디자인 3 3 0

 색채계획 및 실습 3 1 2

 실내건축설계 Ⅱ 3 1 2

 한국건축과 실내 3 3 0

  컴퓨터그래픽표현기법Ⅱ 3 1 2

 가구디자인 실습 3 1 2

3-2

 사회봉사(교양필수) 2 0 0  현장심화과정 Ⅱ 2 0 0

 서양건축과 실내 3 3 0

 실내건축설계Ⅲ 3 1 2

  실내건축시공 3 3 0

 인간공학 3 3 0

 실내건축적산학 2 1 1

 간디자인과형태(계열공통) 3 3 0

4-1

 프로젝트디자인스튜디오 3 2 2  건축법규 3 3 0

 전공실무 2 1 1  실내디자인사 2 1 1

  실내건축설비 2 2 0

 리모델링 3 1 2

4-2

 졸업작품 전시실습 3 2 2  실시설계제도 3 1 2

 디스플레이 2 2 0

 디자인마케팅 2 2 0

 산업체현장실습 2 2 0

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인성
교육

1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새내기 대학생의 대학생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학과에 대한 이해와 진로지도

3 취업전략과 역량강화 3학년 대학생의 취업 전략 및 자신감 부여

실용
교육

1,2,3,4 건축봉사 동아리 운영
집수리 봉사를 통하여 학과 내에 단합 및 현장기술 
체험

사. 비교과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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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1,2,3,4
독거노인 집수리 봉사활
동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적인 지식을 집수리를 통하여 
실무 체험

1,2,3,4 현장 견학 및 답사
건축물의 현장을 견학하고 답사를 통하여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실시

1,2,3,4 토익시험 글로벌 인제 양성을 위한 외국어 능력 향상

아. 교과목 개요

￭ 실내디자인개론 (Introduction to Interior Architecture)

실내디자인은 인간이 거주하는 실내공간을 생활목적에 맞도록 기능적 해결을 하는 기능적인 부분과 아울

러 현대는 이 공간을 더욱 풍부하고 감성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부가되어 학문의 한 영역

으로 자리를 잡았다. 실내건축학과에 입문하는 신입생을 상대로 개념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며 정확하

고 분명한 디자인 방향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능력함양을 한다.

￭ 도학 (Architectural Graphics) 

실내건축에 있어서 구조, 시공의 엔지니어분야나 계획, 설계 등의 디자인 분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도학의 

기초적인 숙달을 요구한다. 이 과목에서는 평면도학, 입체도학, 투시도의 작도와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르고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실내건축디자이너로서의 표현의 기초를 확립한다.

￭ 건축스케치 (Architectural Sketch)

건축이나 인테리어의 현장감 있는 스케치, 디자인의 구상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한 스케치 테크닉을 키

우기 위해 우선적으로 기초적인 표현능력과 형태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비례적인 감각을 익히고 사물의 

형태와 기본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디테일과 러프 스케치, 색조와 함께 습득한다.

￭ 공간과 사진 (Space and Photograph) 

사진을 통해 실내건축의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학습시킴으로써 다양한 실내건축공간을 설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 구조의 이해 (Introduction to Structures)

구조디자인을 위한 개괄적이고 쉽게 이해를 돕는 힘의 흐름 파악, 구조디자인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인식 

및 건축디자인에 있어서의 구조디자인의 이해와 구조 공학적 사고의 이해 등 구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을 개관함으로써 실내건축과 건축학분야 공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구조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초적 이해를 학습하고 각 구조 원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형제작 실습 등을 통하여 구조디자인의 이

해의 폭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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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제작 (Architectural Modelling)

2차원화 되어있는 건축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 화된 공간을 구성하고 건축모형 표현기법을 연마하여 건축

설계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연습한다.

￭ 주거학 (Introduction to Housing)

주거는 시대별, 지역별 생활상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주거의 공간구성 원칙과 조형적 의미를 문화, 지리,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해 봄으로써 실내건축의 기본개념을 인식케 함과 아울러 현재와 미래의 주거

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도록 한다.

￭ 실내건축 CADⅠ(Interior Architecture Design CAD I) 

실내건축설계에서 요구되는 CAD 프로그램의 기본적 명령어를 익히고 그 명령어를 활용하여 최종적인 도

면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학습하도록 한다. 

￭ 건축제도 (Architectural Drawing)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디자인의도를 제 3자로 하여금 알기 쉽게 도면화 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도하는 능력을 기르며 아울러 창조적인 지혜와 그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 실내건축방법론 (Interior Architectural Design Method)

실내디자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디자인의 공통적 기본사항을 설명하며 면

의 구성, 외형에서부터 공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표현방법에 대해 학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 실내건축 CADⅡ (Interior Architecture Design CAD II)

CAD는 주택이나 기계 등 다양한 설계분야를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발전시키는 개념으로 설계의 기본개념에

서부터 최종 마무리까지의 전 과정을 PC를 활용하여 설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자동적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Design Automation의 설계방식 개념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인테리어의 

표현 언어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auto cad의 프로그램 활용 테크닉을 습득하기로 한다.

￭ 주택설계 (Housing Design) 

실내건축과 연관된 제반 도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주택디자인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존재의 

본질적 장소인 주택실내건축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킨다. 

￭ 실내환경디자인 (Interior of Environment Design)

건물의 다양한 실내 환경적인 요인이 인간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해준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쾌적

한 실내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연구 및 분석하여 건축물의 계획과정에서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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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건축구조 (Interior Architectural Structures) 

건축물과 인테리어 구조물을 자연조건과 각종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경제성 있게 설계• 시공하기 위하

여 건축물과 인테리어 구조물의 각부 구조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이해하도록 하며, 건축물과 인테리어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시 구조 디자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또한 이러한 각 구

조 원리에 의하여 보다 간편하고 경제적인 구조법을 새롭게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과 디자인 매니지먼트 (Safty and Design Management)

디자인을 경영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의 목표를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디자인에 관한 여러 활동을 계획, 조직, 충원, 지휘, 조정, 통제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 또한, 디자인매니지먼트 프로세스, 디자인 평가 및 디자인매니지먼트 요소에 대해서 학습을 통

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배양한다.

 

￭ 건축조형실습 (Practice of Architecture Modeling)

건축과 그 실내공간과 같은 조형예술분야의 창작행위는 관념적인 추구와 함께 실제적 체험, 즉 실제과제

에 접하여 해결을 시도해 보는 수많은 연습과정이 동시에 요구된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기초조형 및 

건축 및 실내디자인에 대한 단계적 이해와 연습과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 실내건축설계I (Interior Architecture Design I)

인체척도에 대한 스케일 익히기를 기초로 하여 계단 및 화장실을 단위공간으로 선정하여 기능적이면서 

시각적이고 조형적인 공간으로서의 환경을 창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중적인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자 한다.

￭ 인간공학 (Human Factors Engineering)

실내디자이너의 역할은 공간 디자인에 대한 방법을 건축 심리학적, 행동 과학적인 이론을 인간공학과 접

목하여 안정적이고 가치를 추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공간심리와 인간행동과 

연결시켜 실제적으로 실내공간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계획각론 (Architectural Plannig)

계획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주거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간 등의 디자인 방법과 실내공

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 실내마감재료 연구 (Interior Building Materials Studies)

인간은 대부분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재료가 인체에 미적, 심리적, 위생적, 기능적 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실내재료 하나하나의 특징과 기능은 실내디자이너가 숙지하여야 할 필수 사

항이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건축재료 종류도 아주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

여 실내 건축 재료의 종류와 기능을 알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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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디자인 (Lighting Design) 

조명디자인의 조형적 발상 및 조형방법에 대한 고찰 등을 바탕으로 design process개발은 형태변형의 

thumnail sketch 과정을 통하여 전개되며 개별적 테마를 설정, 아이디어 스케치 및 도면화, 모델링 작업

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가구완성까지 실행적 경험학습으로 진행된다.

￭ 색채계획 및 실습 (Color planning and Training)

인테리어 디자인의 근간이 되는 색채의 기본원리와 색채 심리, 색 배합, 조색방법 등을 색채실습을 통해 

익히고 나아가 색채디자이너의 실무이론을 습득한다.

￭ 실내건축설계II (Interior Architecture Design II)

업무공간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기능적이고 미적인 업무공간을 계획, 설계, 디자인 할 수 있

는 능력을 기른다. 현재의 공간기능과 미래지향적인 공간의 전개와 필수적이고 지능화 되어가는 설비공

간을 점검하고 가변성이 요구되는 업무공간의 디자인 능력을 높이는데 그 목표를 둔다.

 

￭ 한국건축과 실내 (Korean Architecture and Interior)

한국전통 건축은 당대의 철학과 종교, 건축과 실내디자인이 한데 어우러진 결정체이다. 자연에 순응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담아낸 그릇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국전통 건축의 잠재적 무한 가치를 재발견, 이를 모

티브로 현대 실내디자인과 접목을 모색하여 새로운 공간가치를 만들 수 있는 소양을 기르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한국건축미의 원형인 한옥 및 사찰의 공간, 구조, 기능 등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공간형성 배

경과 철학적 사상을 탐구하여 우리의 전통이 스며있는 현대적 실내디자인관의 정립을 시도한다.

￭ 가구디자인실습 (Furniture Design Training) 

가구디자인의 조형적 발상 및 조형방법에 대한 고찰 등을 바탕으로 design process개발은 형태변형의 

thumnail sketch 과정을 통하여 전개되며 개별적 테마를 설정, 아이디어 스케치 및 도면화, 모델링 작업

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가구완성까지 실행적 경험학습으로 진행된다.

￭ 실내건축시공 (Interior Building Construction)

실내건축시공의 기본적인 이론을 건설현장에서 시공하고 있는 현장사진, 재료, 공구 및 장비, 상세도와 

함께 실제 업무위주로 지도하고 현장견학을 통하여 뒷받침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졸업 후 시공현장

에서도 학교교육과 거리감이 없도록 지도한다.

 

￭ 실내디자인사 (History of Interior Design)

토탈 디자인된 실내 공간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 양식이나 디자인 경향은 시대별로 건축가나 디자이너의 

작업을 통해서 실내디자인의 흐름을 주도하여왔기 때문에 실내공간의 디자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총체

적인 학습과정이다. 따라서 역사적 배경과 디자인경향을 이론적인 원리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학습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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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건축과 실내 (Western Architecture and Interior)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양건축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과학, 철학, 종교, 예술과 문화 등을 담고 있다. 

각 시대에 출현한 건축물과 당대의 건축 활동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탐구함으로써 그 의미와 사회적 역

할을 이해하고 시대고유의 건축문화업적과 가치를 인식코자 한다. 각 시대별로 해결코자 노력했던 건축 

및 실내장식의 과제들이 무엇 이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형태와 물리적 축조로 드러났는지 학습

한다. 또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건축 및 실내디자인의 역사와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운다. 그리하여 건축과 실내디자인에 대한 의미와 가치, 미학에 대한 안목과 식견, 디자인 능력을 기른

다.

 

￭ 실내건축설계III (Interior Architecture Design III)

문화공간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기능적이고 미적인 문화공간을 계획, 설계, 디자인 할 수 있

는 능력을 기른다. 현재의 공공문화 공간기능과 미래지향적인 문화공간의 전개와 공공문화 공간의 다양

한 디자인 능력을 높이는데 그 목표를 둔다.

￭ 컴퓨터그래픽 표현기법 (Representation Techniques for Computer Graphics)

Network, 정보의 디지털화, Web Base를 이용한 실내건축공간의 표현방법을 습득한다. 또한 실내건축공

간의 디테일한 표현방법과 3차원 모델을 이용한 공간연출, 다양한 마감재의 실행 방법을 습득하여 구체

화된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평면으로부터 입체적인 제시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하고 효

과적인 기법을 익히도록 한다. 디자인 문제해결과 커뮤니케이션 관련되는 각종 매체의 표현기법과 미디

어를 숙지하고 디자인 콘셉트를 2차원, 3차원, 다차원으로 표현 제시할 수 있도록 능력함양을 지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실내건축적산학 (Building and Interior Estimations) 

건축 및 실내건축의 생산 활동에서 공사물량과 견적을 통한 경제성 추구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

장 중요시 되는 만큼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사 물량과 견적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함과 더불어 실제공사 사례를 통한 실습으로 건축 및 실내건축적산견적 방법을 습득시킨다.

￭ 프로젝트디자인스튜디오 (Project Design Studio)

다양한 기능을 지닌 건축실내공간에 대하여 이질적인 기능들을 조합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디자인 

개념에서부터 창의력을 실내 공간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전공실무 (Practice of major)

기술인으로서 첫 걸음은 자격증취득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졸업 전까지 1인 1자격증이상 취득을 의

무화하여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술인을 양성하도록 한다.

￭ 건축법규 (Building Code) 

건축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산정방법 및 실내건축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조항 등을 숙지하게 

하여 실내건축실무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건축법관련 해결능력을 함양 시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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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디자인과 형태 (Building Space)

건축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건축공간에 관한 개념의 이해와 함께 동서양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공간론적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도록 한다. 

￭ 실내건축설비 (Interior Architectural Equipments)

문명의 발달로 건축물이 점차 고층화, 거대화 되어가고 있어 인간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기계적

인 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실내건축설비는 그 중요성이 점차 증

대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건축설비뿐만 아니라 지능형 홈에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바

탕아래 건축설비의 개념과 지식을 습득시켜 전문 건축인 으로서 갖추어야 할 설비분야의 기술능력과 설

계반영능력을 배양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기계분야의 첨단실비들을 소개하여 현장 적응능력과 창의력을 

기르도록 한다.

￭ 리모델링 (Remodelling Structures and Managements)

리모델링의 유형별 이해 습득하고 건축물의 시간 경과에 따른 노후화, 기능저하 등에 의한 유형별 리모

델링의 개념을 학습한다. 특히 건축물 리모델링에 있어서 구조적 이해와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성 확보, 

리모델링 사업의 흐름과 건설 사업에 관련한 운영계획ㆍ역할ㆍ방법 등에 대하여 기초적 학습을 통하여 

배우며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사례 분석 학습을 통하여 리모델링 구조 학습과 사업계획ㆍ운영을 할 수 있

도록 학습한다.

￭ 졸업작품 전시실습 (Design for Graduation)

실내건축디자인의 기본방향, 접근방법 및 디자인 된 작품의 표현방법 등을 숙달시킨다. 응용, 이해능력 

및 아이디어 개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기본설계의 전 과정을 진행하여 완성해 봄으로써 학생들 

개개인의 작품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

￭ 산업체현장실습 (Field Practical Training) 

학교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내용들을 산업체 실습현장에서 체험함으로써 졸업 후 산업체 현장에서의 직무

에 대한 현장감을 함양시키도록 한다.

￭ 실시설계제도 (Construction Drawing Practice)

실내건축공간에 대한 디자인, 설계를 한 아이디어의 결과물을 공사현장에서 파악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상세 표현기법 등에 관한 능력을 함양시킨다.

￭ 디스플레이 (Display) 

실내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연출에 관련된 기본 개념을 이해시키고 조화롭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

는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궁극적으로 실내 환경의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는데 있다. 

￭ 디자인마케팅 (Design Marketing) 

성공적 실내건축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와 대상디자인의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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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공학과

가. 교육체계도

교육철학
“조선해양 개발 시대를 열어갈 열정적인 첨단기술인을 만들자”

“지역발전과 세계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이 되도록 교육하자”

인 재 상
“참된 인간적 품성과 조선해양의 종합적 시스템 설계 및 해석, 국제감각과 

활동능력을 갖춘 국제화된 인재”

교육목표

실용교육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창의적 전문기술인력 양성

현장중심의 전공교육 글로벌 소통능력함양 교육

교육과정

편성방향

기초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교육체계

실무전문가와 대학의 강사진

이 혼합된 교육체계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기술을 융합한 교육과정 운영

현장에서 재교육이 없도록 실

무중심의 교육강화

조선전문영어 및 영어회화 능

력을 강조한 프로그램을 전 

학년에 걸쳐 집중교육

글로벌 소통능력함양 

교육과정

프로그래밍언어 및 실습 과목

을 통한 정보처리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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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지역발전과 세계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 및 21세기 해양개발 시대를 열어갈 첨단기술인 조선해양

기술 및 해양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에 관한 기초이론과 산업체의 실무교육을 반영한 복합적 실무기술 위

주로 교육하여, 경남의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에 대한 종합적 시스템 설계 및 해석이 가

능하고, 국제 감각 및 활동능력을 갖춘 국제화된 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지역사회 및 국가의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실용교육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창의적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①조선해양기술을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 인력 양성

 → 기초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인력 양성

 → 현장적응력 및 혁신적 지식융합 역량을 갖춘 인력양성

②조선해양기술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

 → 기술현신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에 공급함으로서 조선해양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을 확보하고 경남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함

 →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및 기술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산업체의 애로기술 및 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함

 → 미래 전략적 핵심기술 인력을 양성, 지역에 공급함으로서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역

할 담당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다. 특성

①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산업구조의 혁신을 위해 실무중심의 기초이론 및 집중적인 실습교육

 → 현장과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실무전문가와 대학의 강사진이 혼합된 교육체계 및 지도 교수제 채택

②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 조선전문영어 및 영어회화 능력을 강조한 프로그램을 전 학년에 걸쳐 집중 운영

③기술을 융합한 교육과정 운영

 → LNG선, 크루즈선, 해양설비 등 고부가가치 제품화의 추세에 따라 플랜트의 프로세스기술 및 메카트

로닉스 등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결합하여 기술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

④해양진출을 위한 해양관련 교육과정 운영

 → 미래 해양을 활용한 공간, 에너지 및 자원 확보에 관련한 과목운영

 → 창조적인 해양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 및 문화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라. 발전방향

인간적 품성과 실용지식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조선 및 해양 산업분

야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 및 첨단 실습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

여 교육성과를 제고하고, 투철한 직업관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①첨단 실험실습 기자재를 갖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현장에서의 재교육이 없도록 실무중심의 교육 강화 

②조선전문영어 및 영어회화 능력을 강조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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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대학생활과진로설계 1 1 0 선박건조공학 3 3 0

공업수학 – 계열공통 3 3 0 기초CAD 및 실습 3 2 2

기초선박영어 2 2 0

1-2
조선해양공학개론(1) 3 3 0

2재료역학(1) 2 0 선박설계영어(1) 2 2 0

③컴퓨터 이해와 응용 및 컴퓨터프로그래밍 과목을 통한 정보처리교육 강화

④조선기사, 해양공학기사 등 조선해양관련 기사자격증 취득 강화

⑤현장실습 및 인턴십 제도를 통한 현장적응력 강화

⑥크루저선, 해양설비 등 고부가가치 제품화 추세로 플랜트의 프로세스기술 및 메커트로닉스 등의 기술

을 융합하는 교육과정 강화 

⑦산학연 합동연구 및 기술지도 등을 통한 지역 산업체의 애로기술 및 경쟁력 강화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조선소의 선박 및 해양구조물 설계분야 및 건조분야에서 직접 선박 및 해양구조물을 제조, 설계담당

②조선해양기자재 제작회사, 해상수송 및 항만 장비 개발회사, 해양플랜트 및 해저 석유개발회사등 해운

ㆍ해양산업 분야에 진출

③수산청이나 상공부, 해운항만청, 그리고 KIET 등의 기술공무원으로 취업

④세계 각국의 선급협회(한국지부)나 한국선급협회(KR),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안전기술원, 수산진흥

원, 선박해양연구소 등 검사기관으로 진출

⑤해군 조함장교, 대학원 진학 후 교수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혹은 대형조선소 부설연구소의 연구

원 등으로 활동 

취득자격증

①조선기사

②해양공학기사

③조선 산업기사

④조선기술사

⑤선체건조기능사

⑥동력기계정비기능사

⑦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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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선박전용CAD제도실습 3 2 2 선박해양소재 3 3 0

용접학개론 2 2 0

조선해양공학개론(2) 2 2 0

프로그래밍언어 및 실습 3 2 2

2-1

기초선체조립 및 도면실
습

3 2 1 선박설계영어(2) 2 2 0

선박계산법 3 3 0 재료역학(2) 2 2 0

선박동력장치 3 3 0

기초선체CAD모델링 3 2 2

2-2

선박의장영어 2 2 0

선체CAD모델링 3 2 1

선체블록조립실습 3 2 1

선박설계(1) 3 3 0

구조역학 2 2 0

선박해양배관의장 3 3 0

3-1

선박생산영어 2 2 0

기관의장설계 3 3 0

유체역학 3 3 0

선체블록CAD모델링 2 2 0

선박구조해석 3 3 0

특수용접 및 실습(1) 3 2 1

3-2

선박검사영어 2 2 0

선박해양배관CAD모델링 3 2 1

선박설계(2) 3 3 0

선박해양구조설계학 2 2 0

선박진동학기초 3 3 0

특수용접 및 실습(2) 3 2 1

4-1

사회봉사-교필 2 0 0 선급설계영어 2 2 0

선체CAD공작도작성 3 2 1

선박해양전장CAD모델링 3 2 1

해양시스템공학 3 3 0

용접조립실습 및 검사 3 2 1

4-2
취업전략과역량강화 1 1 0 선급생산영어 2 2 0

선박통신네트워크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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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선박해양품질검사 3 3 0

선박해양공학특론 3 3 0

사. 교과목 개요

￭ 기초CAD 및 실습 (Basic Computer Aided Design and Practice)

CAD(Computer Aided Design)의 원리와 Command의 학습을 통해 CAD의 특성을 조선해양에 효과적이

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조선해양 설계를 위한 프로젝트의 기초 및 완벽한 2차원 표

현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한다.

￭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조선해양공학 전공자가 전공문제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수학을 응용의 관점에서 배우게 된다. 

상미분방정식과 선형대수학 등이 중점적으로 학습되며, 수학적인 이론이나 정리의 증명보다 조선해양공

학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해 및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 기초선박영어 (Introduction of Shipbuilding English )

선박에 관련된 전문용어 및 선체구조명칭 중심으로 선박해양 분야에 관한 기술문서 및 서적을 이해하기 

위한 능력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회화를 교육한다.

￭ 프로그래밍언어 및 실습 (Programming Language and Practice)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램 작성의 도구이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도입된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C/C++언어의 기초문법과 실습(예제)을 통해 실무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익힌다.

￭ 조선해양공학개론1 (Introduction of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1)

선박의 종류, 선박용어 및 특성, 선박에 관련된 규칙, 선박설계에 관련된 기초이론들을 익힌다.

￭ 조선해양공학개론2 (Introduction of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2)

해양의 특성과 선박을 포함한 해양구조물의 시스템 설계와 생산에 관련된 전 공정에 대하여 교육한다.

￭ 선박해양소재 (Materials for Marine Structures)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사용되는 소재들의 분류체계 및 특성과 용도별 선택 시 고려사항을 교육하며 시험

평가와 기타 특수재료의 특성을 이해하여 설계에서 생산조립기술과의 재료의 연계성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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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역학1,2 (Strength of Materials 1,2)

강체에 하중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응력, 변형률을 이해시키며 구조물이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요소 재료의 단면형상 및 치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선박설계영어1,2 (Ship Design English 1,2)

선박설계에 관련된 부재 용어, 제 규정 및 규칙과 설계사양서와 관련하여 설계과정에서 협의 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표현방법을 강의하며 현장에서 선주 및 선급기관의 감독관들과의 대화에 필요한 일상 영

어도 공부한다.

￭ 선박의장영어 (Ship Equipment and System)

선박이 계획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주요 의장품과 관련하여 제 규정 및 규칙과 사양서에 관하여 협의 

되어야할 사항들에 대한 표현방법을 강의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일상 영어도 공부한다. 

￭ 선박생산영어 (Ship Production English)

선박생산에 관련하여 공법, 공정관리, 정도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용어 및 감독관들과의 협의지 표현방

법에 대한 강의와 현장에서 필요한 일상 영어도 공부한다.

￭ 선박검사영어 (Ship Inspection English)

선박건조 시 모든 공정의 흐름에서 검사과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과 작업과정에서 검사관들

과의 협의 및 설득과정을 강의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일상 영어도 공부한다.

￭ 선급설계영어 (English Class Rules for Design)

선박 및 해양에 관련된 세계적인 선급규정에서 설계에 관련된 선급용어 및 규정을 영어로 현장에서 선급

에 관련된 실무업무 공부하여 취업 후, 에 적응이 용이하도록 영어와 규정을 동시에 교육한다.

￭ 선급생산영어 (English Class Rules for Production)

선박 및 해양에 관련된 세계적인 선급규정에서 생산에 관련된 선급용어 및 규정을 영어로 공부하여 취업 

후, 현장에서 선급에 관련된 실무 업무에 적응이 용이하도록 영어와 규정을 동시에 교육한다.

￭ 용접학개론 (Introduction of Welding Engineering)

용접방법들에 대한 개요 및 원리, 각종 결함의 원인과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한다.

￭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유체의 물리적 성질, 압력의 개념과 응용, 유체 점성의 이해, 이상유체의 정의 필요성과 방정식 들을 다

루며 상사법칙과 차원해석을 바탕으로 모형시험의 근거를 이해하고 실제유체의 관내유동을 통하여 층류

유동과 난류유동을 포함한 움직이는 물체가 받는 항력계산법과 날개이론의 초보내용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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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전용CAD제도실습 (CAD Drawings and Practice)

선박설계용 전용 CAD 시스템의 기능, 체계를 이해시키며 설계CAD를 이용하여 선박을 완성해 가는 과정

을 강의와 실습을 한다.

￭ 선박계산법 (Preliminary Ship Design Calculations)

선박설계 및 선박의 안정성 검토를 위한 기초계산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있으며 조선공학의 기본 용어들

을 정의하고, 안정성 해석 이론을 강의하며, 이와 관련된 제 계산 수행을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실

선과 관련된 과제물을 통한 연습을 수행함으로써 이해성 및 응용력을 더욱 증진토록 한다.

￭ 기초선체CAD모델링 (Introduction of Ship CAD Modeling)

선박제도 과정에서 익힌 CAD 기능들을 사용하여 각 선박의 부품 및 부재를 modeling하여 점진적으로 

선박의 모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교육시키며, 도면의 규격, 선박의 형상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시키는 강의 및 실습이다.

￭ 선체CAD모델링 (CAD Modelings for Ship)

기초선체CAD 모델링 과정에서 익힌 능력으로 각 선체구조의 소조립 및 중조립 규모의 선체를 도면에 따

라서 모델링해 나가면서 2차원으로 나타나는 도면에서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도 동시에 배양해 

가는 과정이다.

￭ 선체블록CAD모델링 (CAD Modelings for Ship Structural Blocks)

선체 소조립 및 중조립을 모델링했던 전 교육과정에서 익혔던 2차원 블록들을 합쳐서 3차원 형상의 구조

물로 만들어 선체의 블록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 선체CAD공작도작성 (CAD Drawings for Ship Production)

모델링에 의하여 3차원 블록으로 만들어진 선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다시 도면화 시키는 과정을 익히는 

과정이며, 동시에 설계된 자료들이 어떻게 생산과 연계가 되는지를 익히는 교육과정이다.

￭ 선박해양배관CAD모델링 (CAD Modeling of Marine Piping Systems)

선박해양에서 소요되는 배관관련 부품 및 체계를 교육시키며 동시에 CAD Modeling을 통하여 설계에 반

영하는 방법을 이해시킴으로서 부품들의 규격과 위치와 도면화 된 형상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과 현장실

무능력을 배양하는 강의와 실습과정이다.

￭ 선박해양전장CAD모델링 (CAD Modeling of Marine Electrical Systems)

선박해양에서 소요되는 전기 및 배선 관련 부품 및 체계를 교육시키며 동시에 CAD Modeling을 통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방법을 이해시킴으로서 부품들의 규격과 위치와 도면화된 형상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

과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강의와 실습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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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블록조립실습 (Assembling Practice of Ship Structural Blocks)

선체도면을 바탕으로 블록을 구성하는 각 부재를 도출하여 축소모델의 구조물을 조립함으로써 도면을 통

한 입체감과 도면 해독력을 증진시켜서 선박설계CAD 모델링의 능력을 배양한다.

￭ 선박해양배관의장 (Outfittings for Marine Piping Systems)

선박이 운송수단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선박시스템 중에서 배관 계통에 대한 이해 및 설계과정을 교

육시킴으로써 의장설계와 관련된 시스템 이해능력과 미래 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초능력을 배양한다.

￭ 기관의장설계 (Outfittings for Engine Rooms)

선박이 운송수단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선박시스템 중에서 기관실(엔진룸) 계통에 대한 이해 및 설계과정

을 교육시킴으로써 의장설계와 관련된 시스템 이해능력과 미래 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초능력을 배양한다.

￭ 구조역학 (Structural Mechanics)

선박구조의 특징을 이해시키며 종강도, 횡강도 및 국부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 선박진동학기초 (Fundamentals of Ship Vibration)

진동의 기본이론과 실제 선박건조과정 중 시운전에서 발생되는 선박의 진동모드, 진동원인, 진동저감 방

법을 케이스-스타디 방식으로 강의한다.

￭ 기초선체조립 및 도면실습 (Introduction Course of CAD Practice based on Actual Production 

Drawings)

2차원적으로 도면상에 표현된 선박설계 도면을 3차원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실제로 선박생산용 도면을 

가지고 CAD 도면작성을 시킴으로 도면이해 및 CAD 모델링 능력을 향상시킨다.

￭ 선박구조해석 (Ship Structural Analysis)

선체부별 선박구조의 강도와 관련된 구조특성의 이해와 간략화된 선체구조부에 대한 구조해석을 연습시

킴으로 실무능력을 향상시킨다.

￭ 선박해양 구조설계학 (Desing of Marine Structures)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설계규정을 바탕으로 구조해석과 연계된 구조물 설계과정을 교육시킨다.

￭ 선박설계1,2 (Ship Design1,2)

선박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선박의 주요 항목을 평가하여 최적 설계하는 과정을 강의하며 선박과 관련

된 각 법규를 고려하며 선박의 추진성능 및 강도를 확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특수용접 및 실습1,2 (Special Welding and Practice1,2)

선박생산과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접관련 시공능력 및 평가기술을 강의하며 동시에 실제 용

접실습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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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건조공학 (Ship Production Engineering)

선박생산과정에 필요한 설계과정 및 생산계획, 생산설비 및 설비의 운영기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

화기술과 조립 및 탑재기술을 강의한다.

￭ 선박동력장치 (Marine Power and Propusion Systems)

박용기관의 종류 및 특징, 동력전달장치의 구성요소와 추진기 설계과정과 설치과정을 강의한다.

￭ 용접조립실습 및 검사 (Welding Fabrication and Inspection)

용접에 의하여 조립된 블록에 대한 육안검사를 포함한 용접부의 비파괴검사과정에 대한 강의와 비파괴검

사법을 실습한다.

￭ 선박해양품질검사 (Quality Inspection of Marine Structures)

선박생산기술의 총정리 과정으로 생산도면을 바탕으로 부품절단과 용접조립과 검사공정을 현장 실무전문

가의 협조 하에 설계와 용접조립, 검사공정의 통합개념을 이해시킨다.

￭ 선박통신네트워크 (Network and Ship Communication)

컴퓨터 네트워크와 정보통신을 결합하여 근거리 통신망의 여러 기술들과 무선망, FDDI, DQDB, TCP 

/IP, ATM 등의 여러 프로토콜 및 기능을 이해하고 망 상호간의 인터네트워킹 기법, 라우팅과 스위치에 

상용되는 여러 기술을 학습한다.

￭ 해양시스템공학 (Marine System Engineering)

선박 및 해양에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편성된 교과과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작동 및 

운영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중심의 과목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관관계를 이해시키는 교육을 실

시한다. 

￭ 선박해양공학특론 (Special Lecture for Marine Engineering)

정규교과과정 외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변화중인 기술 및 시장의 변화추이를 학생들에

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소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에 의한 특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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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너지공학과

가. 교육체계도

교육철학
“교육의 중심은 사람”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는 교육의 실천”

인 재 상
전기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적 전문 “기술인” / 진취적인 “열정인” /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선도하는 “도전인” / 업무에 성실과 책임을 다하는 “전문인” /매사에 예의와 상식을 

갖춘 “소통인”

교육목표

그리드 친화형 신재생 에너지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기초학습 능력 강화, 실무 활용 능력강화, 산학 협력 및 취업률 극대화 

취업 강화 프로그램 전공 동아리 활동 강화

전기 설비 및 전력 자동화 시스템 분야의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전기공학 관련 기술의 이해, 분석 방법 및 

설계 도구의 사용법 숙지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 응용 능력 배양

교육과정

편성방향

수학기초 과학적 지식 능력 

기초 과학 지식을 응용 할 수 

있는 능력 공학적 문제 해결 

능력

기초, 전공이론 전공실무 

교육과정

전기 공학의 기본 이론 이해, 
분석 실험장비의 특징과 사용법
전기공학 기수 이해, 분석, 설
계, 능력 배사회가 요구하는 기
술 및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실무능력

원활한 의사소통, 협동능력 
및 리더십을 기반으로 전기 
기술이 사회, 경제, 윤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해 
능력

평생교육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속적 
탐구 정신을 갖추어 자기 개
발을 할 수 있는 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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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전기에너지의 이용 및 응용기술을 연구 및 교육하는 학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기술, 제어계측 기술, 산

업전기 전자 기술 분야의 전문연구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의 대응

과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 고부가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 동력으로 

국가의 새로운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인 태양광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특성화하여 국가

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21세기 그린에너지 분야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 간의 융합 신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다. 특성 

①국가기술자격증 중 가장 유망한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취득 가능한 학과

②원자력/수력발전, 연료전지, 발전설비시스템 및 에너지 변환 기술관련 지식 습득이 가능한 학과

③전기기계 및 전력공학, 제어계측 기술 분야, 전기재료 등을 포함한 친환경 그린 에너지 산업시스템의 

기본원리를 이해를 할 수 있는 학과

라. 발전방향

전기, 전자 관련 산업분야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집중적인 노력

을 경주함으로써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고자 한다.

①지역사회 및 산업체에 대한 교수 및 학생의 봉사활동 제도화

②산학관련 협동을 통한 지역사회에서 대학(학과)에 대한 위상 제고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③현장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

④학생의 경진대회, 졸업 작품 등 홍보물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발송을 통한 취업처 확대

⑤희망직종별 그룹 취업 지도 Job 프로그램 운영

⑥인근 업체와 연계한 지역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⑦기술지원, 기술자문 및 산학협력기술개발 등을 통한 지역 업체 지원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공기업 분야: 한국전력, 한전 KDN, 도시철도,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기술직 공무원

②IT 분야: KT, SK텔레콤, 전기전자관련 제품생산 업체, 기업공무팀, IT관련업체

 ③연구 분야: 전기에너지 관련 공공기간 및 연구소, 태양광에너지 및 LED 조명관련 전력회사 및 기업

체, 대학원 진학

④기업체 분야: 자동차 조선, 철강, 전기/전자, 로봇, 공장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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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1 1  일반물리학 3 3

 전기전자공학개론 3 3  컴퓨터활용실무 3 3

 에너지자원과 미래 3 3

1-2

 사회봉사 2 0  대학수학 3 3

 신재생에너지공학개론 3 3

 일반화학 3 3

 전기전자CAD 3 0 6

2-1

 전자기이론Ⅰ 3 3  전기전자실험Ⅰ 3 0 6

 회로해석론Ⅰ 3 3  전기전자공학Ⅰ 3 3

 공업수학 2 2

 디지털공학 3 3

2-2

 전기물성 3 3  전기전자실험Ⅱ 2 0 4

 전기설비기술기준 3 3  전기전자공학Ⅱ 3 3

 회로해석론Ⅱ 3 3

 전자기이론Ⅱ 2 2

 자동제어 2 2

3-1

 자동제어실험 3 0 6

 전공영어 3 3

 전기기기 3 3

 계측공학 3 3

 전력전자공학 2 2

취득자격증 

①전기기사

②전기공사기사

③전자기사

④소방 설비기사(전기) 

⑤전기철도기사 

⑥무선설비기사

⑦방송통신기사

⑧전파 통신기사

⑨정보 통신기사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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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전기재료 3 3

3-2

 전력시스템 3 3

 반도체공학 3 3

 전자장수치해석 3 3

 에너지변환공학 3 3

 광전자인터페이스 3 3

 마이크로 프로세서 2 2

4-1

 취업전략과 역량강화 1 1  신재생에너지응용 3 3

 초전도에너지공학 3 3

 전기설비설계 3 3

 고전압공학 3 3

 전력전자시스템설계 3 3

4-2

 태양광에너지 3 3

 풍력발전시스템 3 3

 전력IT응용설계 3 3

 현장실습 3 0 3

사. 교과목 개요

￭ 전기전자공학개론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전기전자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차후 전공과목 이해와 전기회로와 전기공학의 원리습득에 

길잡이가 되도록 전류, 전압, 저항회로, 직류회로, 교류회로, 리액턴스 등의 전기공학 이론과, 반도체이론,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의 기초이론, 디지털논리회로구성의 기본이 되는 논리회로 기초 등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기간에 회로 및 시스템, 제어, 전력 등의 전기전자공학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 

형성에 도움이 되고, 세부전공 선택 및 진입에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 일반물리학 (General Physics)

공학의 기초가 되는 물리량의 정의, 운동학 및 운동역학에 관련한 물리법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운동

량과 충격량 그리고 에너지에 관한 기초개념을 다루며, 특히 이공계열 학생으로서 갖추어야할 물리학의 

기본소양 중 역학, 전자기학 등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교육한다.

￭ 컴퓨터활용실무 (Practical Computer Literacy)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함을 필수적이다. 윈도우즈와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DB 기초 등의 오피스 프로그램의 기능을 습득하고,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추도록 이론과 실습을 통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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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능력을 배양시킨다. 

￭ 에너지자원과 미래 (Energy Resources and Future) 

화석연료, 태양에너지, 핵에너지, 전력 등 주요 에너지원의 생성과 특성, 국내외 에너지 생산과 소비, 각

종 에너지 이용기술의 현황과 전망 등을 다룬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종류, 물성 및 정제법, 코크스 

제조법, 석유의 정제법과 제품, LNG, LPG 등 가스연료의 생산과 이용기술, 에너지의 연소와 관련되는 

주요 공해물질의 생성과 제어에 관하여 강의한다. 

￭ 대학수학 (Fundamental Mathematics) 

대학수학은 전자공학의 전공분야를 공부하기 위한 수학의 기초를 보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수학

에서는 미분과 적분을 이용하여 행렬을 이해하고, 벡터 이론 및 라플라스 변환과 푸리에 해석을 이해하

도록 학습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학수학의 이론뿐 아니라 전공에 응용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공학적 문제

에 적용하는 응용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 신재생에너지공학개론 (Introduction to Renewable Energy) 

에너지전기공학과의 주요 전 과목에 대한 개념과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 그린에너지와 이에 대한 동

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교과목으로서, 에너지 정의, 에너지 이용, 에너지 기초이론, 에너지 소비동향, 

주요 에너지원, 에너지 변환,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에너지와 환경, 새로운 에너지,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에 등 대해 학습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원의 개발상태 및 이용 방안을 이해한다.

￭ 일반화학 (General Chemistry)

일반화학에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과 화학의 기본원리를 실험으로 확인하고 정성분석 등 기초적인 실험조

작 방법을 습득하며, 이공학도를 위한 화학의 원리, 화학결합, 물질의 성질과 구조와의 관계, 화학반응속

도, 열역학법칙, 분자운동론 및 용액론 등을 이해하고, 일반화학 기초실험 능력을 기른다.

￭ 전기전자CAD (Electric Electronic CAD) 

기본적인 OrCAD를 이용하여 아날로 및 디지털 회로의 Schematic을 실습하고, 실제적인 회로설계 후 

PCB 제작 전회로 시뮬레이션을 위해 PSpice를 배운다. 

￭ 전자기이론Ⅰ(Electromagnetic TheoryⅠ) 

전기자기학은 기초적인 전계와 자계에 대한 이론을 다루는 과목으로, 전기, 전자, 통신 및 제어분야에서 

기본적인 교과목 중의 하나이다. 전계와 자계에 대한 기본법칙들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응용력을 배양하

고자 한다. 전계와 자계에 대한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법칙들을 상세히 설

명하고, 이를 응용한 전자기현상들을 이해하고 고찰하여 전공지식을 폭넓게 학습한다.

￭ 회로해석론Ⅰ(Circuit Analysis Theory Ⅰ) 

전기회로의 해석에 관련된 회로소자의 특성 및 회로해석을 위한 기본 개념을 이해라고, 회로해석 및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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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위한 회로망 정리와 시간영역에서의 회로해석 개념을 기반으로 주파수영역에서의 회로해석 기법, 2

단자 망 회로, 유도성 결합회로, 직ㆍ병렬 공진, 푸리에 급수, 푸리에 변환, 라플라스 변환 및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한 전기 회로해석 기법을 배운다.

￭ 전기전자실험Ⅰ(Electric and Electronic LaboratoryⅠ)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들과 회로법칙, 기본 계측기기 사용법과 측정원리, RLC 회로의 성질과 응

답에 대하여 실습으로 학습한다.

￭ 전기전자공학Ⅰ(Electric Electronic EngineeringⅠ) 

전기전자 시스템의 하드웨어인 전자회로의 기본에 대해 공부한다. 다이오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MOS 

트랜지스터 등의 반도체소자의 특성을 회로이론에 적용하여 기초 회로의 구성과 직류동작을 학습한다.

 

￭ 공업수학 (Engineering Mathematics) 

공업수학은 전기전자공학 전공자가 전공문제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수학을 응용의 관점에서 배

우게 된다. 이산수학이 중점적으로 학습되며, 수학적인 증명보다 전기전자공학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응

용 수학에 큰 비중을 두게 되며, 수학적 접근 방법의 이해와 함께 관련 전공 분야에 대한 이해도 병행된다. 

￭ 디지털공학 (Digital Logic Design) 

기본 논리 게이트회로부터 컴퓨터의 복잡한 구조에 필요한 모든 디지털 계통의 이론을 체계적이고 조직

적으로 배운다. 

￭ 전기물성 (Electrical Properties of Materials) 

전기물성 공학이란 각종물질의 성질을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학 분야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 학

문이다. 전기공학에서 이용되는 재료의 기본적인 물리적 성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양자론을 도입하여 입

자의 기본성질을 이해하고 물질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진공, 기체, 고체 내에서의 전자의 운동을 

이해하고 이들을 어떻게 공학 분야 응용하는가에 대하여 학습한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Electrical Machinery) 

적산일반, 공사계약일반, 공사원가일반, 전기견적 관련 규정, 전기설비 견적실습, 전기설비개요, 전기기호, 

전력 설비, 예비전원설비, 동력설비, 조명설비, 건설설비, 공사재료, 시험 및 측정, 전기 설비설계, 공사 

등의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해 학습한다.

￭ 전기전자실험Ⅱ (Electric and Electronic LaboratoryⅡ) 

전자공학에서 학습한 이론을 바탕으로 트랜지스터, OP-AMP들을 이용하여 아날로그회로의 특성을 이해

하고, 실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며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회로를 실습으로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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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공학Ⅱ (Electronics EngineeringⅡ)

전기전자공학Ⅰ의 직류회로를 바탕으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 MOS 트랜지스터 증폭기회로의 교류특성

과 연산증폭기회로를 학습하고 전력증폭기, 선형 디지털 IC를 학습한다. 피드백의 개념을 통하여 발진기 

회로를 배우고, 전원공급기와 여러 가지 2단자 소자의 특성과 응용에 대해 학습한다.

￭ 회로해석론Ⅱ (Circuit Analysis Theory Ⅱ) 

회로해석론Ⅰ의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전기회로의 해석에 관련된 추가의 개념과 법칙을 학습한다. 전기회

로의 회로해석 및 설계를 위한 회로망 정리와 시간영역에서의 회로해석 개념을 기반으로 주파수영역에서

의 회로해석 기법, 2단자 망 회로, 유도성 결합회로, 직ㆍ병렬 공진, 푸리에 급수, 푸리에 변환, 라플라스 

변환 및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한 회로해석 기법과 현장실무능력에 필요한 회로 지식을 습득한다.

￭ 전자기이론Ⅱ (Electromagnetic TheoryⅡ)

전기자기학에서 자계에 대한 내용과 전장과 자장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

여 자유공간과 유전체에서의 자장, 도선 전류에 의한 자계 발생, 전계와 자계의 관계를 배운다. 또한, 전

자파 주파수에서 사용 가능한 소자에 대한 기본 특성을 배운다.

￭ 자동제어 (Automatic Control) 

자동제어는 자동화기기를 비롯한 각종 시스템의 설계 수단으로 응용되는 학문으로서, 제어이론 자체로 

뿐만 아니라, 이의 공학적 개념은 엔지니어로서의 사고영역을 넓힐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매우 

유용한 분야이다. 제어시스템 해석을 위한 기초이론과 설계에 관한 기본을 공부하고 배양하는데 있으며, 

특히 시스템의 수학적 해석방법과 안정도 판별 위한 전달함수, 근궤적, 주파수응답, 상태피드백 등과 같

은 중요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발전하는 제어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 자동제어 실험 (Automatic Control Experiment) 

제어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고 습득하여 산업현장의 제어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하는 과목으로 선형자동제어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과 그에 대한 주파수와 시간영역에서의 해석, 안

정도, 판별법, 간단한 시스템의 설계 등을 공부한다. 

￭ 전공영어 (English in the Field) 

전기에 관련된 우수한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외국어로 작성된 정보지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며 해외 연

구자 및 전기관련 전문가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영어 회화, 해석, 문법, 작문 등에 대해 심화학습 한다.

￭ 전기기기 (Electric Machines) 

광범위한 에너지 변환기의 분석과 설계에 따른 기본적 이론을 소개하며, 보다 실질적인 면에서 적용할 수 있

도록 전기이론을 기본으로 전기기기의 변압기, 유도기, 교류정류자기, 반도체 정류기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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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공학 (Instrumentation Engineering)

각종 공학문제 해석을 위한 수치해석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구조물 해석을 

비롯하여 탄성변형, 열전달현상, 유동현상 등의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법의 기본원리를 배우고 ANSYS와 

같은 기존의 FEM 시스템의 응용을 익힌다. 

￭ 전력전자공학 (Power Electronics) 

전기전자공학에서 배운 다이오드, FET, SCR등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기본 원리 및 특성, 전력에너지의 

변환 및 제어를 위한 전력용 반도체의 기본 회로를 기초로 이를 응용한 전력변환장치들의 원리와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적용능력을 배양한다. 특히 비선형 회로들의 해석을 PSpice tool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새

로운 시스템의 운용 및 적용 능력을 함양함에 목적을 둔다.

￭ 전기재료 (Electric Material) 

현대 문명을 구성하는 핵심재료인 전기, 전자재료의 이론, 성질 및 응용, 강전성 재료, 도체 및 반도체, 

초전도체 재료, 현대 전기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이론과 기본소자의 동작원리와 그 

응용방안을 학습한다.

￭ 전력시스템 (Electric Power Systems)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설비, 생산된 전력을 수송하고 분배하기 위한 송전선로, 변전소, 배전선로 등 일련

의 전기설비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배전분야의 기본적인 이론 및 실

제, 최근의 신기술 등에 대해 학습한다.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력

계통 측면에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원 연계 시 요구되는 기술들을 학습한다.

￭ 반도체공학 (Semiconductor Engineering) 

반도체 물질을 대상으로 한 캐리어운동과 반도체 소자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고속스위칭소자, 전력용 반

도체소자 및 레이저에 관한 제조방법, 동작특성 등을 공부하고 고주파의 통신장비용 소자와 고 전력용 

반도체소자에 관한 것을 배운다.

￭ 전자장수치해석 (Computational Electromagnetics) 

마이크로파 및 밀리미터파 소자나 안테나 등을 해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치해석 방법들을 다룬다. 미

분방정식의 수치해석 방법과 모멘트법, 유한요소법, 경계요소법, 시간영역 유한 차분법 등을 다룬다. 

￭ 에너지변환공학 (Energy Conversion Engineering) 

전기에너지가 전기 및 기계 등의 에너지로 변환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화석연료, 신재생에너지원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의 에너지 변환공정에 대해 공부한다. 연료전지, 배터리, 수소

저장장치 등 신재생 에너지 저장 및 변환기술에 대해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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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전자인터페이스 (Optoelectronics Interface) 

레이저의 기본원리 광전효과의 기초적인 이론과 동작특성과 광검출기, 광원, 광변조기, 광도파로, 공진기, 

광섬유, 레이저 매체 등 광전효과를 이용한 관련소자의 구조와 동작원리를 배운다.

￭ 마이크로 프로세서 (Microprocessor) 

ATMEGA128 마이크로프로세서는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프로세서로서한 클럭 사

이클에 한 명령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고속처리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AVR의 내부동작과 외

부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학습하고, 어셈블러와 C언어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하여 자동화 및 

시스템 설계 배양한다.

￭ 신재생에너지응용 (New Renewable Energy Application) 

신에너지의 정의와 역사를 소개하고 태양광, 수소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신에너지의 기본 개념과 

현재 직면한 환경 및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신 에너지원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들 에너지를 이

용한 시스템의 기본 구조와 동작 원리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신에너지 장치의 해석 및 응용에 

관한 것을 배운다.

￭ 초전도에너지공학 (Super Conductivity Energy Engineering) 

초전도 상태에 관한 이론을 설명하고 초전도의 종류와 물성, 상태의 각종현상을 설명하고 초전도 상태와 

에너지의 변화 그리고 조셉슨 효과,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자석, 하이브리드 소자의 원리와 응용에 관한 

것을 배운다.

￭ 전기설비설계 (Electrical Equipment)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하고 사용하기 위해 제정한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전력

기술 관리법 등의 기본법규와 관계법규를 충분히 교육하여 이 규정에 의해 전기시설 및 전기공사를 실행

하고 전기용품을 제작함으로써 전기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비계획, 보호, 건설, 보수를 원

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 고전압공학 (High Voltage Engineering)

고전압공학은 전기기기의 절연설계 및 전력의 전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며, 고전압 방전현상을 

이용한 형광등과 같은 광원, 최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전기집진장치, 복사기 및 레이저 등 실생활에 

응용하는 분야로서 절연체에 고전압이 인가되었을 경우 나타나는 절연파괴 현상에 대하여 이론 및 실험

결과를 근거로 절연파괴 방전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다. 

￭ 전력전자시스템설계 (Power Electronic System Design)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석 문제, 전력거래 문제, 경제적설비운용 문제 등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

고 실제 전산모형으로 구현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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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에너지 (Photovoltaic Energy Engineering)

태양에너지는 청정하고 재생가능하며 무한한 에너지원이다. 태양광 기술은 태양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시스템 기술이다. 본 과목에서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태양광 발전의 원리 및 구성

요소들을 공부한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구성요소인 태양전지 및 모듈, 인버터/PCS, 그리고 설

계 및 설치에 관한 내용들을 다룬다. 

￭ 풍력발전시스템 (Wind Power System)

풍력에너지는 청정하고 재생가능하며 무한한 에너지원이다. 풍력에너지 기술은 바람 에너지를 전기에너

지로 변환시키는 시스템 기술이다. 본 과목에서는 풍력발전에 이해와 경향을 공부한다. 그리고 풍차와 지

구환경, 소음, 풍차기술과 코스트, 풍차공학, 바람에너지, 수평축 풍차, 운동량 이론, 익소 이론 등의 내용

을 다룬다. 

￭ 전력IT응용설계 (Power IT Application Design) 

전력시스템을 IT와 접목하여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배전시스템,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의 전

력 계통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원 연계 시 요구되는 기술을 IT 기술과 접목하는 설계 기술들을 학습한

다.

￭ 현장실습 (Yard Exercise) 

전기전자공학에 관한 기본이론을 학습한 후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 활용되는 

점의 차이를 이해가고 검증하여 현장실무를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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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체육학과

가. 교육체계도

인 재 상
인의예지仁義禮智)의 품성과 신언서판(身言書判)의 능력을 갖춘 스포츠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

교육목표

21세기 고도 산업사회에서 스포츠의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의 증대로 생활체육 
여건을 분석하여 그 역할을 담당할 책임감과 창의력을 겸비한 스포츠人을 양성

국민체력ㆍ건강증진과 스포츠지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해결하는 전문교육

사전통적 체육학과 현대적 스포츠과학의 
조화와 균형 교육

교육철학
-창의성 · 도전 정신을 함양한 전문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자.
-학생들과 시대 변화 흐름을 함께 고민하여, 올바른 길을 제시하자. 
-스포츠의 세계화 · 정보화 · 산업화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자.

교육과정

편성방향

체육철학 및 원리 이해

1인 2종목 전문실기

스포츠지도자 취득교육

전문체육지도자 교육과정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해부학, 스포츠영양학, 

스포츠의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마케팅

아웃도어스포츠

다양성ㆍ창의성의 

교육과정

노인 체육 연구

유아 체육 연구

특수 체육 연구

다양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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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현대 산업사회의 병리현상 이해를 기반으로 운동 기술 및 스포츠현상을 과학적으로 터득하며, 생활체육

의 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운동종목별로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의 

진흥, 참여 확산, 추진체제 정비 등의 과제에 기초를 두며 생활체육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

식과 지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생활체육 지도방법과 기능을 연마한다.

21세기 고도 산업사회에서 스포츠의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의 증대로 인한 직장 및 지역에서의 

생활체육 여건을 분석하여 각계각층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스포츠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책임감과 창의력을 겸비한 생활체육 전문지도자를 육성, 배출한다. 

①스포츠의 세계화ㆍ정보화ㆍ산업화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스포츠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②휴머니즘 교양교육을 통한 인의예지仁義禮智)의 품성과 신언서판(身言書判)의 능력을 갖춘 스포츠 인으

로서의 입문을 위한 기본 소양 겸비

③“건강ㆍ복지사회”구현을 위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갖춘 체육전문지도자 양성

④전통적 체육학과 현대적 스포츠과학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배양

⑤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체력ㆍ건강증진과 스포츠지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과학적으

로 탐구하고 해결하는 전문적인 능력 배양

다. 특성

사회체육학과에서는 사회체육의 현장, 즉 행정ㆍ연구ㆍ지도ㆍ언론 분야에서 요청되는 학술적이고도 실질

적인 지식의 연구와 교수를 통한 교육을 행하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사회체육학을 연구하여 국내ㆍ

외 사회체육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주력한다.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 체육시설의 확충과 그 방안의 연구 및 이에 대한 프로그

램을 개발ㆍ보급하여 우수한 생활체육 지도자를 육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문화관광부 지정 3급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 운영

실내체육관: 경기장(1009㎡), 태권도장(168㎡)시설 및 이동식 농구대 등 최신시설 

대운동장: 국제규격의 잔디구장과 2000명 관람이 가능한 스탠드

골프연습장: 10여명이 동시 사용 가능

테니스코트: 국제규격의 하드코트 3면

트레이닝실: 실용적인 보디빌딩 기구

무용실: 제 1무용실(190.32㎡)과 제 2무용실(144㎡) 

기타: 각종 실험ㆍ실습기구 및 운동기구

① 전공실기 및 전문실기 과정으로 구분하여 1인2기 교육의 강화

② 교육과정의 개발연구

③ 생활체육관련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Study group 운영 강화

④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지도방법 도입

⑤ 지도자의 현장파견 및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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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부업무내용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전공실기 교육의 강화

생활체육 실기 중심 교육과정 개발

유능한 강사 초빙 특강 실시

경기지도자 자격 취득

선진 생활체육시설 견학 

진로 및 추수지도 강화

졸업생과의 대화의 장 마련

산학 협동체제 구축을 통한 현장실습 및 취업 강화

각종 지역행사의 봉사활동 지원

라. 발전방향

국민들이 충분히 생활 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및 체육시설의 확충과 그 활용방안의 연구, 프로

그램의 개발 및 보급, 우수 사회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배치 등이 그 우선 과제로 지목된다. 따라서 이러

한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1인2기 교육 강화

○ 실기 중심 교육의 강화

종목: 골프, 테니스, 볼링, 수영, 에어로빅, 태권도, 축구, 보디빌딩 등

과정: 전공실기(4학기) 및 전문실기(4학기)로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교육실시

담당교수: 전임교수나 유능한 교수를 초빙, 1인당 1종목씩 맡아서 책임운영

1주일에 6시간의 강의시간과 각 과목을 정규교과목 편성에서 확대운영

 ○ 전공실기 특기 중심의 실기고사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방법 연구

 ○ 각종 체육관련 경연대회 입상자를 특기자 사정 범위에 포함

② 새로운 지도방법 도입

 ○ 유능한 강사 초빙

 ○ 선진 생활체육시설 견학

 ○ 초청특강 기회 확대 

 ○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도입 및 현장적용

 ○ 새로운 지도법에 따라 요구되는 기자재 도입: 체력 측정 및 진단시스템 도입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21세기 고도 산업사회에서 현대 생활체육 여건을 분석하여 생활체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①1급 생활체육지도자(운동처방분야)



532

권 장
이 수
학 기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건강관리 3 3 0 스포츠해부학 3 3 0

대학생활과 진로설계(교필) 1 1 0 댄스스포츠지도법 1 3 0 3

축구지도법 1 3 0 3

운동학습 및 심리 3 3 0

전공실기 1 3 0 4

1-2

체육철학 및 역사 3 3 0 스포츠 테이핑 3 0 3

축구지도법 2 2 0 2

스포츠사회학 3 3 0

전공실기 2 3 0 4

2-1

구급 및 안전 3 3 0 아웃도어 스포츠 3 0 3

레저레크리에이션론 3 3 0 생활체육론 3 3 0

취업전략과 역량강화(교필) 1 1 0 전공실기 3 3 0 4

②2급 생활체육지도자

③3급 생활체육지도자

④운동 처방사

⑤프로팀 선수트레이너(AT)

⑥스포츠마사지사

⑦생활체육회 지도자

⑧청소년 지도사

⑨레크리에이션지도자

⑩유아체육지도자

⑪노인체육지도자

⑫운동재활 지도사

⑬Personal Trainer(PT)

⑭각종 사회체육시설 경영

⑮각종 신문사 체육부 기자, 방송국 체육담당 프로듀서

⑯실기교사

⑰학사장교

⑱해외유학

⑲경호원 및 경호업체 경영

⑳기타 체육관련 산업체 근무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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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현장심화 Ⅰ 2 0 0

2-2

근골격계 재활운동 3 3 0 체력검사 3 3 0

운동생리학 3 3 0

스키실습 3 0 3

전공실기 4 3 0 4

 현장심화 Ⅱ 2 0 0

3-1

임상스포츠마사지 3 3 0

운동처방실습 3 3 0

스포츠마케팅의 기초 3 3 0

배드민턴지도법 3 0 3

전문실기 1 3 0 4

3-2

노인운동지도자론 3 3 0 스포츠의학 3 3 0

생체역학 3 3 0

유아체육의 이해 3 3 0

전문실기 2 3 0 4

4-1

사회봉사(교필) 2 0 0 특수체육론 3 3 0

트레이닝론 3 3 0

구기 3 0 3

전문실기 3 3 0 4

4-2

댄스스포츠지도법 2 3 0 3

장애인스포츠론 3 3 0

스포츠영양학 3 3 0

생활체육원리와 현장적용 2 0 2

전문실기 4 3 0 4

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실용
교육

1,2,3,4 스포츠마사지 봉사활동
마라톤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스포츠마사지를 함
으로써 봉사정신 및 실기능력 함양

사. 비교과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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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교과목 개요

￭ 체육원리의 이해 (Principle of Physical Education)

체육이 이루어지는 근거를 철학적 판단과 과학적 사실을 통해 규명한다. 이를 통해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을 이해하도록 하고 올바른 체육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여 체육의 과학적 지식과 원리의 이해를 도모한다. 

￭ 스포츠사회학 (Sports for All)

사회성을 갖는 건전한 자아형성과 아울러 공유된 삶의 질의 집합적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에 대한 현대인

의 지식, 방법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수한다. 스포츠의 본질을 문화, 집단, 

제도 등 사회학적 시각으로 연구 분석하여 사회체육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이론적인 자질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한다.

￭ 구급 및 안전교육 (First Aid & Safety)

적극적인 체육활동의 현장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한 사고와 상해의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촌각을 다투는 급

한 사고에는 응급처치를 통해 인명을 구조하는 능력을 기르고, 사고의 예방을 위해 보건교육에 대한 지식과 습

관을 향상시킨다. 이를 통해 구급과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의 계획과 추진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한다.

￭ 운동생리학 (Sports Physiology)

운동 상황에서 발현되는 생체기관의 반응과 변화에 관한 과정을 이해시킨다. 운동을 할 때와 휴식하고 

있을 때 또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생리학적 제반현상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함

으로써 운동이 주는 효과를 학생들이 올바르게 인식하여 실제상황에서 자신의 최대능력을 발휘할 수 있

는 이론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 근골격계 재활운동 (Exercise for Rehabilitation of Musculoskeletal System)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되는 재활도구는 관절가동술과 견인기법, 중심 안정화 훈련, 개방 및 폐쇄사슬운동, 

수중치료법, 교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PNF), 플라이오메트릭 운동, 등속성 운동 및 기능적 검사 등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적용된다. 이러한 재활도구들이 손상의 치유과정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에 대

하여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근거로 보다 바람직하게 이해함으로써 실행능력을 배양한다. 

￭ 스포츠마케팅의 기초 (Basic of Sports Marketing)

스포츠산업은 현대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기하급수적으로 사업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규모와 범위를 

파악하여 시장조사와 마케팅 방법, 체육 시설의 제반 법령에 대한 이해, 체육시설의 관리 및 경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체육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의 새로운 트렌드인 스

포츠마케팅에 대한 이해와 질을 높이고 직업창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노인운동지도자론 (Theory for leader of Shilver Exercise)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파생시키지만, 체력과 건강증진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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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현장에서 노인 집단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실무적 트레이닝 능력을 배양한다. 

￭ 전공실기 Ⅰ ~ Ⅷ (Major Skill Ⅰ ~ Ⅷ)

체육 전공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실기기능을 계속적으로 수준에 맞게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과 더불어 특기를 신장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아가 다양한 실기 기능을 갖춘 전문지도자로서의 자

질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보디빌딩 ②볼링 ③배드민턴 ④수영 ⑤태권도 등 5개 과목들 중에서 

적성에 맞는 1개 종목을 선택하여 4학기 동안 반복 훈련과 심화학습을 통해 1인 1기를 완전히 습득함으

로써 전문지도자로서의 지도기술 및 자질을 습득하도록 한다.

￭ 스포츠인체해부학 (Sports Anatomy)

인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의 구조를 규명하고, 기관 상호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학문으로 인간의 몸을 대

상으로 하는 체육, 보건 및 기초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이다. 해부학을 학습함으로써 근육계, 골격계 

및 신경계 등 인간 움직임의 근간이 되는 구조뿐만 아니라 인체의 움직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 건강관리 (Health Management)

운동을 하는 방법에 따라 몸에 해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올바른 운동방법은 

체력증진과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인체의 구조 및 기능, 건강의 개념과 운동의 

필요성 및 위험성, 영양학, 성인병의 기전과 운동요법에 대한 지식을 교수한다.

￭ 운동학습 및 심리 (Study of Sports & Psychology)

스포츠의 학습지도, 평가, 활동 등 모든 상황에서 유발되기 쉬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를 연구 분석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 레저레크리에이션 (Leisure and Recreation)

여가선용 방법을 익혀 각종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주관하는 능력을 기른다. 여가를 위한 가

치관의 정립, 제반 지식의 습득, 실제 지도능력, 시설 및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실제 현장에

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수한다. 여러 가지 레크리에이션 지도방법 및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중에서 특히 

구기형의 게임, 운동회를 위한 게임, 집회를 위한 게임 등과 각종 모임을 이끌 수 있도록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다룸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 지도능력을 배양한다. 

￭ 생활체육론 (Theory of Sport for All)

현대사회는 생활수준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생활체육을 누구나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체육의 전반적인 이해와 방법 그리고 효과적

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보다 체계적인 생활체육에 대한 원리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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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철학 및 역사 (Philosophy and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체육이 성립되는 근거를 철학적 사실과 과학적 사실에서 올바르게 규명하여 바람직한 체육의 방향을 제

시해 준다. 동양과 서양에 따른 신체관과 체육관의 차이, 고대 체육의 흐름을 통해 현대사회의 체육이 성

립한 배경을 익혀,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체육관을 정립하도록 한다. 

￭ 체력검사 (Testing of Fitness)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처방이나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 일반적인 과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

의 신체능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체력향상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이나 재활운동 프로그램 계획을 위해 필

수적이다. 따라서 운동수행의 안정성 여부와 위험요인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생체역학 (Biomechanics)

생체역학은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학문이다. 특히 본 강의에서는 근육과 관절 사이의 역학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인체의 정상적인 움직임 및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위한 질환, 외상 또는 조직의 변화를 설

명하고자 한다. 이는 근골격계 기능장애와 관련된 손상기전뿐만 아니라 인체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이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 스키실습 (Practice of Ski)

계절적으로 겨울에 수요가 많은 스포츠로써 스케이트 훈련과 스키를 지도한다. 특히 지역적인 제한으로 

계절스포츠가 위축되어 왔으나 인근 지역에 각종 시설이 밀집하여 수요가 충분한 만큼 계절스포츠를 계

획하고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의 능력을 기른다. 동계스포츠를 접하고 안전한 교육방법과 실

시능력을 갖게 하여 사회체육지도자의 자질을 갖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 

￭ 전문실기 Ⅰ~Ⅷ (Special Major Skill Ⅰ~ Ⅷ)

전공실기 Ⅰ~Ⅷ의 심화과정으로 운영한다. 실기기능의 지속적인 연마 이후 현장지도를 위한 이론적인 체

계의 확립 및 과학적인 훈련법을 학습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접근법을 

소개함으로써 전문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1인2기 교육을 위한 연계성을 부여한다. 

￭ 임상스포츠마사지 (Clinical Sport Massage)

스포츠 선수는 경기의 승리를 위해 최적의 경기수행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조수단으로써 사용

되는 스포츠마사지의 기술과 원리를 이해함과 동시에 경기 전과 후, 종목 및 케이스별 신체적 상태에 적

합한 시술을 위한 과학적인 체계를 배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운동처방 및 실습 (Practice and Prescription of Exercise)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기 쉬운 여러 가지 상해 및 외상에 대한 응급처치의 방

법과 간단한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의 방법을 습득하게 한다. 특히 이론보다는 직접적인 실습을 통해 

운동 처방사 등의 관련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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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의학 (Sports Medicine)

스포츠의학은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스포츠 손상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포

츠 관련 손상에 적용되는 재활프로그램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재활의 도구로써 무엇을 적용하며,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재활기법을 이해하고자 한다. 

￭ 유아체육의 이해 (Exercise for Younger)

유아기에 형성된 기본 운동능력은 점진적으로 계열적인 과정을 거쳐 발달한다. 따라서 유아들의 초기 체

력수준에 부합되는 체계적인 체육 프로그램의 실제와 유아의 신체발달과 운동발달에 관한 이론을 숙지한다. 

￭ 현장실습 (Field Experience)

학생 개개인의 선택이나 혹은 지정된 각종 사회체육시설에서 실제적인 지도와 실무를 함으로써 생활체육

의 이론과 기술들을 자신이 근무할 환경에서 미리 적응하는 기회를 경험한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현장에

서의 적응력과 응용능력을 배양하며, 전공영역의 전문화와 사회진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 특수체육론 (Theory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현대 사회는 점차 소외된 계층의 복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선천적, 후천적인 장애자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재활능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의 사회적 요구는 가일층 강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장

애자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운영방법을 익히고 연구ㆍ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배양한다.

￭ 축구지도법 Ⅰ·Ⅱ (Coaching Method of Soccer)

축구에 관계된 축구경기 연혁과 개요, 규칙 등의 기초이론과 기능을 습득시키고 공격과 수비에 대한 팀

웍과 전술 및 심판법을 익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실제경기에서의 운영방법 과 상대팀에 따른 전술 변화

와 체력관리 방법 등 축구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이론적인 토대 위에서 정확하게 숙지하도록 지도한다.

￭ 구기 (Ball Games) 

일선 체육현장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는 배구의 규칙과 경기 운영방법,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여 직접 경

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실제 배구는 가장 많은 동호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지도하는 경우는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생활체육 전공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실기기능을 계

속적으로 수준에 맞게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특기를 신장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아가 다

양한 실기 기능을 갖춘 전문지도자로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 장애인스포츠론 (Theory of Sports for Disabled Person) 

정서 및 행동장애아, 청각장애아 및 지체부자유아 등의 케이스별 특성을 이해하고, 신체적 발달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는 접근방법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장애아들이 선호하는 종목별 실기와 지도법을 

익힘으로써 현장에서의 적용과 관리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스포츠테이핑 (Sports Taping) 

운동에 의한 상해 예방 빛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신체 부위를 테이프를 사용하여 감는 처치 법을 익힘으로

써 실생활 및 스포츠현장에서의 적용과 관리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아웃도어스포츠 (Outdoor Sports) 

학기 중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아웃도어 스포츠(산악등반, 캠핑 등)를 집중수업

의 형태로 운영한다. 캠프지도자와 산악전문가 등의 외부시설과 지도자를 활용하여 야외활동과 관련된 

아웃도어스포츠들을 현장지도가 가능한 수준까지 이론과 실습을 통해 능력을 배양시킨다.

￭ 댄스스포츠지도법 Ⅱ (Coaching Method of Dance Sports Ⅱ)

댄스스포츠지도법 Ⅰ에서 익힌 기능을 토대로 중ㆍ고급 수준으로 향상시켜 활성화한다. 또한, 각종 대회

와 세미나에 참가시켜 보다 상위의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한다. 이를 통해 현재 가시화되

고 있는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검정에 도달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도하며, 지속적인 자질 향상을 위

해 스터디 그룹을 운영한다. 

￭ 트레이닝과학 (Scinece of Training Practice)

스포츠의 성과는 운동수행의 극대화로 귀결되는데, 이는 곧 트레이닝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성

과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운동의 생리순화, 적응, 트레이닝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방

법들을 실습과 이론을 통해 지도하여 기초체력과 전문체력을 향상시킨다.

￭ 운동과 영양 (Exercise and Nutrition)

영양학은 식품이 개개인의 건강, 발육발달, 운동수행 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다. 최근에 영양학 연구

는 식품과 식품의 특수한 구성이 건강과 운동수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영

양이 건강증진과 스포츠 경기력 향상에 미치는 역할을 학습한다.

￭ 배드민턴지도법 (Coaching Method of Badminton)

민첩성과 순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의 효과를 주지시킨 후 교내ㆍ외에서 언제라도 활용이 가능하

도록 기본기술과 경기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또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연습방법을 제시하여 수시로 기

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한다.

￭ 구기 (Ball Games) 

일선 체육현장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는 배구의 규칙과 경기 운영방법,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여 직접 경

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실제 배구는 가장 많은 동호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지도하는 경우는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생활체육 전공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실기기능을 계

속적으로 수준에 맞게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특기를 신장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아가 다

양한 실기 기능을 갖춘 전문지도자로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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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학과

가. 교육체계도

인 재 상
창조사회에 주체가 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디자이너를 양성하여 융복합과 

새로운 직업군 창출에 주도적인 역량을 도출

교육목표

새로운 디자인적 요구인 창의력과 융복합 능력을 갖춘 인력양성

창의적 발상을 통한 인성교육 융복합형 직업창출의 실용교육

교육철학

“창조적 발상을 토대로 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가르쳐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자”

“융합형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교육적 역량을 집중하자”

교육과정

편성방향

창의적 발상과 전개

창의적 기획능력 배양

학생주도형 수업모델

창의적 발성을 통한 

인성교육과정

학제간 연계교육

비교육과정 활성화

개인적 능력모듈 개발

현장주도형 전공교육

프로젝트형 교육 개발

심층세분화된 전공개발

융복합형 직업창출의 

실용교육과정

새로운 디자인군 개발

현장실습교육의 확대

전문자격증 취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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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산업디자인학과는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제 요인의 조사, 분석, 연구와 산ㆍ학ㆍ연ㆍ관 

협동 체제를 토대로 지역 정체성이 내포된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함과 동시에 로컬디자인 개발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멀티미디어 시대에 요구되는 감성이 뛰어나고 종합적인 기획

력을 겸비한 전문 디자이너를 양성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둔다. 

①로컬디자인의 요구에 맞춘 맟춤형 교육

②지역 연계 산업과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실무를 겸비한 디자이너 양성

③융·복합을 활용한 창의적 사고에 기반을 둔 교육 

④개인적인 취양과 선택에 맞춘 심층교육 

⑤교육과정과 비 교육과정을 혼합 운영을 통한 맞춤형 세부심화교육 

다. 특성

로컬 디자인적 관점의 수용, 융·복합의 시대적 요청, 학습자의 취양과 선택을 중시하는 교육과정과 비 교

육과정을 혼합 운영함으로써 시대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함과 동시에 능력 

있는 실무형 디자이너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본 학과는 다음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지역사회에 필요한 로컬디자인과 High Tech와 High Art 디자인개발 능력을 겸비한 디자이너와의 접

목을 통해 로컬리즘에 입각한 전문 디자이너를 양성한다.

②실질적인 산학협동에 기초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업체에서 수행하는 OJT (On Job Training)교육과

정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 현장능력 겸비한 실무형 디자이너를 배출한다.

③학제 간 협동교육과정 개발, Inter-active System구축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 교육과정

과 비 교육과정을 중복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인 동기부여에 의한 창의력을 개발한다.

④학습자의 동기유발 및 시대적 요청에 적극대처하기 위한 선택형 세부심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진로선택의 기여를 부여한다.

라. 발전방향

지역 정체성에 입각한 실무형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융· 복합 교육과정, 비 교육과정을 혼합 운

영하여 지역정체성에 기반을 둔 세계화, 글로벌리즘, 현실화를 추구하는 교육을 설정한다. 

①지역 커뮤니케이션 제 요인을 조사, 분석, 연구하여 조형적 능력 및 감성적 능력 강화를 위한 연관과목

의 학습을 통해 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디자이너를 양성한다.

②학제간 협동교육, Inter-active System 등의 학습자 중심교육을 통하여 종합적인 디자인 개발능력 향

상시키는 교육과정, 지역정체성에 기반을 둔 로컬디자인과 연계한 비 교육과정을 중복 운영함으로써 지

역 디자인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③컴퓨터와 SMS 관련과목의 확대와 실습은 향후 재택근무와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융·복합적 창의력에 기반을 둔 능력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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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1-1

컬러마케팅 1 3 2 1 실내디자인 3 3 0

디자인사 3 3 0 디자인표현기법 2 1 1

 컴퓨터응용디자인 1 2 2 1

1-2

디자인방법론 2 2 0 공간디자인 및 형태 3 3 0

디자인제도 2 1 1 컬러마케팅 2 3 2 1

 1 1 0  컴퓨터응용디자인 2 2 2 1

④세부심화교육을 통해 다양하고 심화된 디자인 영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과 능력을 기른다.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광고대행사

②디자인관련 산업체

③기업체 디자인실 및 마케팅부서

④제품디자인개발실

⑤포장디자인 관련 업체

⑥컴퓨터관련 산업체

⑦컴퓨터게임관련 산업체

⑧디자인 전문회사 창업

⑨캐릭터 디자인실

⑩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체

⑪학원 및 미술교습소 운영 

취득자격증

①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②시각디자인기사

③시각디자인다기능사

④포장디자인기사

⑤정보처리기능사

⑥색채관리기능사

⑦환경디자인기사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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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2-1

디자인스케치기법 1 2 1 1 디지털사진기법 1 2 1 1

시각디자인 1 2 1 1

광고디자인 1 3 1 2

기초인테리어디자인 1 2 1 1

생활용품디자인 1 2 1 1

 컴퓨터응용디자인 3 2 2 1

2-2

디자인스케치기법 2 2 1 1 디지털사진기법 2 2 1 1

시각디자인 2 2 1 1

광고디자인 2 3 1 2

기초인테리어디자인 2 2 1 1

생활용품디자인 2 2 1 1

컴퓨터응용디자인 4 2 2 1

3-1

컴퓨터3D디자인 1 2 1 1 디자인현장체험 1 1 1

시각디자인 3 3 1 2

포장디자인 1 2 1 1

주거공간인테리어디자인 3 1 2

인테리어소품디자인 1 2 1 1

산학협동디자인 1 2 1 1

3-2

컴퓨터3D디자인 2 2 1 1 디자인현장체험 2 1 1

시각디자인 4 3 1 2

포장디자인 2 2 1 1

상업공간인테리어디자인 3 1 2

인테리어소품디자인 2 2 1 1

산학협동디자인 2 2 1 1

4-1

컴퓨터3D디자인 3 2 1 1

통합시각디자인 3 1 2

멀티포장디자인 2 1 1

공공환경디자인 2 1 1

전시이벤트디자인 2 1 1

미래비젼설계 1 1

졸업연구 1 2 1 1

창업과 디자인매니지먼트 
1

2 1 1

4-2
디자인매니지먼트 2 2

디자인특허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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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과 목 명 학점 강의 실습

포토폴리오 2 1 1

디자이너의 자세와 의무 3 2 1

디자인과 산업 1 1

졸업연구 2 2 1 1

창업과 디자인메니저먼트 
2

2 1 1

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인성
교육

4 디자인 팀웍크 활성화
그룹별로 아이디어 발상과 협력을 통한 서로를 이
해하고 협동의 능력을 체험

3 조화의 창의력
개별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그룹의 아이디어로 승화
시켜 서로를 이해시킴

2 나의 창의력 개발
개인의 발상적 아이디어 개발 방법을 습득하고 실
제로 적응시키는 능력배양

1 디자인과 나의 삶
개인별로 디자인에 대한 애착과 삶의 설계를 통해 
가능성 입증

실용
교육

4 전참모
전람회 참여를 위한 모임으로 개발품을 전람회에 
출품하여 입상토록 하는 그룹

3 프로젝트 제안
업체의 요구와 제안을 위해 직접 프로젝트 제안을 
작성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

2 세부심화과정
나의 취향과 동기유발을 위한 세부적인 그룹모임을 
통해 심화과정 실행

1 디자인문화체험
국내외 디자인문화를 직접 체험을 통해 경험 축적
과 흥미 유발

사. 비교과교육과정 

아. 교과목 개요

￭ 컬러마케팅 1. 2 (Color Marketing 1.2)

1-색채의 제 이론을 연구하고 색채의 감각 및 창의적 표현능력을 증진시키고 아울러 산업디자인 대상에

의 실제 응용연습을 통하여 색채계획 및 관리능력을 함양하며, 색채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이미지 플래

닝 전략구축의 방법과 활동방법을 습득케 한다.

2-색채학 과목과 연계하여 색채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토대로 한 색채의 재현상, 색채의 기능, 색채조절, 

색채계획 등을 마케팅 전략과 접목시켜 실제적인 색채기획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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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사 (Design History) 

디자인 변천사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과거의 디자인과 현재의 디자인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디자인 전개 

방향에 대한 예측 및 실험이 가능토록 학습한다. 또한 한국 디자인 사를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로컬디

자인 전개에 필요한 안목을 기른다.

￭ 실내디자인 (Interior Design)

인간의 주건 공간의 합리성 및 편리성에 기반을 둔 디자인을 계획함과 동시에 그 필요성을 이론과 실무

사례 중심으로 관점을 키운다. 

￭ 디자인표현기법 (Design Presentation Techniques)

디자인의 기초적인 학문으로 다양한 이미지 표현을 위해 기본적인 표현방법과 접근 방법을 연구하여 다

양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학습하여 디자인 제반작업에 응용할 수 있는 표현능력을 

기른다.

￭ 공간디자인과 형태 (Space Design & Form)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조형요소 가운데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창조활동의 결과물이 디자인이라는 기초적인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형태와 기능을 도출하기 위한 모티브

와 아이디어의 실체화 과정을 이론적 학습과 논리적인주제별 학습을 통해 익히도록 한다.

￭ 디자인방법론 (Industrial Design Methodology) 

복합적인 디자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조사, 분

석 및 해결안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방법 및 기법을 학습함과 동시에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을 학습한다. 

￭ 디자인제도 (Design Drawing)

디자인의 기초적인 형태파악을 위하여 표면의 이해와 원활한 작도법을 숙지하고, 기본이 되는 기초 사용

법을 학습한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CAD/CAM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컴퓨터응용디자인 1. 2. 3. 4 (2-Dimensional Computer Design 1. 2. 3. 4) 

1-컴퓨터를 이용한 2D graphic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벡터

(Vector)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미지 드로잉 및 기초 2D 조형학습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여 그 역량을 

함양한다.

2-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Adobe Illustrator)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제작과 이를 위한 다양한 벡터 기반 

프로그램들의 활용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이미지보드 제작과 기초 3D 이미지

를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

3-이미지 프로세싱(Image Processing) 프로그램을 이용한 픽셀(Pixel)의 조정과 이를 이용한 사진 및 

2D 이미지의 변경 및 합성 등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이용한 디지털 이미지의 조정능력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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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미지 프로세싱 프로그램(Adobe Illustrator)을 이용하여 고급 기술과정을 학습하여 픽셀 이미지와 벡

터 이미지를 이용한 고해상의 이미지 제작과 이를 이용한 2D 디지털 이미지제작 과정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을 진행하여 그 능력을 신장시킨다.

￭ 디자인스케치기법 1. 2 (Design Sketch Techniques 1. 2) 

1-디자이너가 갖추어야할 기초적인 표현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각종 드로잉 기법과 재료의 활용방법, 

도구사용법 등을 통해 오브제의 모습 그대로 표현하는 표현기법을 배양하여 디자이너의 자질을 함양한다. 

2-기초적인 표현능력을 습득한 후 오브제가 지니고 있는 형태상의 특징, 구조를 파악한 후, 명암해석, 질

감, 양감 등을 찾아 이러한 요소를 재해석하여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연구 분석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

다.

￭ 디지털사진기법 1. 2 (Digital Photo Techmiques 1. 2) 

1-디자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진의 기본 원리와 카메라의 구조, 필름의 종류에 따른 특성, 빛의 

원리를 학습하여 사진 전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촬영, 현상, 인화의 원리와 이해를 학습하여 기초적인 

사진 촬영법을 학습한다. 

2-기초적인 촬영법을 학습 후 객관적인 영상 재현 능력을 배양하고 디자인의 전개와 정보전달을 위한 사

진의 활용 기법을 모색하여 사진과 컴퓨터와의 연계방법 및 활용방법 사진의 인쇄방법 등 다양한 매체와

의 연결을 숙지, 학습하여 영상 디자인의 활용 능력을 기른다.

￭ 시각디자인 1. 2. 3. 4 (Visual Design 1. 2. 3. 4)

1-시각디자인의 기초 학문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부호를 통하여 표현하고, 또 이를 재

해석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아이디어발상법 표현작업에 중점을 두어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2-설정된 매체에 따라 콘셉트 설정을 위한 자료조사 및 시장조사에 의한 결과를 분석하여 표현 콘셉트를 

찾아 새로운 아이디어 표현을 위한 접근방법 등 디자인 대상물 제작을 위한 프로세스 제반과정과 이해에 

중점을 두어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방법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3-시각디자인에 관련된 여러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매체에 따른 효과적인 작업을 위해 창의적인 표

현을 중심으로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업이미지 디자인이 총체적 개념을 인식하고 차별화 된 디자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CI 디자인 능력을 기른다.

4-정보산업사회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인쇄매체를 전제로 한 시각디자인 결과물을 제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원고작성, 화판작업, 제판, 인쇄, 제본 소요되는 종이 산출방법 등의 일련의 과정을 숙

지하여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모든 프로세스를 숙지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광고디자인 1. 2 (Advertising Design 1. 2)

1-여러 가지 전달주제를 광고 콘셉트로 추론하고 변형하며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세련된 광고 표현방법

을 구사하는 기초적인 역량을 학습함과 동시에 광고 아이디어 발상법의 이론적 배경 및 활용방법을 습득



546

케 한다.

2-광고 아이디어 발상법을 기초한 레이아웃, 카피의 표현방법, 광고 크리에이티브 방법론 등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과 동시에 광고전략 구축을 위한 R.I.O, FCB모델, U.S.P모델 등을 실습을 통

해 습득과 응용능력을 기른다.

￭ 기초엔테리어디자인 1, 2 (Basic Interior Design 1. 2)

1-디자인의 역사와 종류를 시대적으로 분석, 고찰하며 현대인이 영위하는 생활공간 중 디자인이 갖는 위

치와 그 의미를 자각함으로써 디자인의 가치를 재인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학습한다.

2-실내설계 과정 중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을 계획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인체계측, 시각, 청각, 기타 지각 

등에 관한 인간적 특성과 작업환경 조건, 장치설계, 가구 등에 관한 환경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인간공

학적 요소를 실내의 목적에 적용시키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 생활용품디자인 1. 2 (Household Items Design 1. 2)

1-디자인의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실용적 조형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창조적인 조형 

활동을 이론학습으로 경험하게 하고, 다양한 시각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디자인의 기본요소인 형태, 

구조, 재료에 대한 해결방안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세부전공의 기초적인 조형의식을 

배양한다.

2- 생활 속에 디자인의 참 멋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조형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를 사회심리학적인 측면

에서 고찰한 디자인의 우수성과 그 사례들을 검토하여 창의력을 배운다. 

￭ 디자인 현장체험 1. 2 (Design the spot Experience 1. 2) 

1-산학협동 및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과목으로 관련업체의 디자인 개발 시 실질적인 시장조사, 

전략적 마케팅의 구축, 디자인 프로세스의 개발 등 디자인의 전략적인 면을 조사ㆍ분석하여 디자인 정책

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산학협동과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과목으로 디자인 프로젝트Ⅰ에서 조사ㆍ분석하여 구축한 디

자인 정책을 토대로 디자인개발을 실시하며 Thumbnail-Sketch와 다양한 Rendering을 통하여 형태를 구

축하고 작업의 검증을 Computer-Simulation을 통해 그 능력을 함양한다.

￭ 포장디자인 1. 2 (Package Design 1. 2)

1-포장디자인의 영역과 기능에 대하여 조사하고 현대 디자인의 개발과 그 활용성의 확대는 물론 미래지

향적 포장디자인의 정책수립, 기업과 소비자의 형태분석을 통하여 실제적인 포장디자인 제작 능력을 기

른다.

2-포장디자인과 소비자, 기업 간 연계관계를 분석하고 포장디자인의 경제적인 측면과 사용의 용이성, 안

전성, 심미성, 기능성, 가치성 등 세부적인 포장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를 근거로 일반 포

장디자인 및 특수 포장디자인의 기준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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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공간인테리어디자인 (Space of residence Interior Design)

생활공간에 대한 이해와 공간의 활용에 따른 편의성 및 합리성을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파악한 후 비례와 

집중, 효율성과 편리성에 따른 구조의 변화에 대한 디자인적 사고와 능력을 학습한다. 

￭ 인테리어소품디자인 1. 2 (Interior of properties Design 1. 2)

1-인테리어 공간의 조화와 합리성에 기반을 둔 소품의 경향 및 사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발 프로세

스를 이해하고 직접으로 그 프로세스에 따른 소품디자인을 개발한다.

2- 개발된 소품 디자인의 이용의 편의성과 친숙성, 합리성 및 합목적성에 따른 장· 단점을 파악하고 향

후 소품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능력과 체험을 습득하게 한다. 

￭ 산학협동 프로젝트 1. 2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Project 1. 2) 

1-산학협동과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과목으로 디자인 프로젝트Ⅱ에서 Computer- Simulation을 

근거로 1차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고, Feed Back 되어진 부분을 부분 수정하거나 완전히 수정하여 1차 

Drawing 시안을 제작하며, Soft-Modeling을 만들어 세부적인 형태로 재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산학협동과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과목으로 디자인 프로젝트Ⅲ에서 구축되어진 Soft-Model을 

근거로 실제 모델을 제시하고 재차 수정ㆍ보완하여 완성시키며, 양산되어지는 체제에 대한 프로세스를 

면밀히 조사하고 익혀 산업체에 완성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컴퓨터 3D 디자인 1. 2. 3 (3-Dimensional Computer Design 1. 2. 3) 

1-3차원 모델의 제작과 이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과정으로 3차원 모델제작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가상의 3차원 모델링의 제작과 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학습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학습하여 이를 통한 실제적 사용기술을 습득시킨다.

2-3차원 모델의 제작의 과정인 Polygon방식과 Nurbs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이 방법들을 통해 제작 가

능한 모델링과 기초 3D Animation을 제작하여 보다 심도 있는 3D 프로그램 사용방법을 학습한다.

3-멀티미디어 웹 디자인의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위해 동적 웹 기반환경을 제작하기 위한 3D 프로

그램을 학습한다. 또 이를 위해 Flash를 이용하여 동적 웹 이미지와 영상물의 제작에 필요한 운용기반을 

이해하고 실제 제작과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3D 디자이너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 상업공간인테리어디자인 (Space of commerce Interior Design)

상업공간에 대한 이해와 공간의 활용에 따른 편의성 및 합리성을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파악한 후 비례와 

집중, 효율성과 편리성에 따른 구조의 변화에 대한 디자인적 사고와 능력을 학습한다. 

￭ 통합시각디자인 ( Total Visual Design) 

현대디자인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이미지 함축 방법을 중심으로 대상의 특정 이미지 부각방법, 이미지 추

출과정 등 시각디자인에 필수 요소들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적인 이미지의 제작과 표현기법에 중

점을 두고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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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포장디자인 (Mutipackage Design)

판매를 위한 표면 디자인의 일환으로 포장에 삽입되어지는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에 부합되어지는 색채, 

인지와 판독성이 높은 문안 및 문자,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을 실제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포장디자인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 공공환경디자인 (Public environment Design)

환경과 공공성에 입각한 편리한 디자인, 사람과 사람의 편의성, 도심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공공디자인

에 대한 이해와 그 활용의 예를 통해 기초 지식을 습득한 후 실습을 통해 공공환경디자인의 필요성과 그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한다. 

￭ 전시이벤트디자인 (Exhibition & Event Design)

전시공간과 이벤트에 필요한 공간디자인의 기초과정을 습득하고 그예 따른 각종 활용 및 기법을 습득하

여 전시공간에 대한 이해와 이벤트에 따른 공간의 활용에 대한 능력을 배양한다. 

￭ 미래 비젼 설계 (Future Vision Plan)

사회 속에서 디자이너로써의 살아가야 할 책임감과 향후 자신에 계획을 수립하여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최적의 조건과 준비과정에 대한 이해와 컨설팅을 통해 배양 시킨다. 

￭ 졸업연구1. 2 (Internship Practice 1. 2)

1-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이 실제 디자인 분야에서 응용되며 적용되어지는 전 공정과 현장의 근본적 문제

를 관찰하고 현장과 연결할 수 있는 실제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On Job Training과정으로 실시하여 현

장과 일치된 디자이너 자질을 기른다.

2-가상적인 취업에 따른 준비과정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유능한 사회인 디자이너의 능력을 배양시킨다. 

￭ 창업과 디자인 매니지먼트 1. 2 ( Foundation & Design Management 1. 2) 

1-디자인을 둘러싸고 있는 소비자 특성, 기업 경영방침 등, 상품개발 시 유의해야 하는 제반 조건들의 

이론적 이해와 나아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공업소유권의 개념 등을 습득시켜 시장 

구성 원리를 충분히 이해시킨다.

2- 디자인회사의 창업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함과 동시에 세부심화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활용한 창업을 유도한다. 

￭ 디자인 매니지먼트 (Design Management) 

디자인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활용방법을 습득한 디자인 경영론의 응용과목으로 지식재산권의 관

리방법을 위한 매뉴얼 제작과 활용방법, 이를 통해 형성된 기업의 정체성의 형성 및 전략구축에 따른 능

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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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특허 (Design of a patent)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에 따른 디자인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각종 특허, 상표, 실용실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양시킨다. 

￭ 포트폴리오 (Portfolio)

자유연상에 의한 창의적 훈련을 통해 디자이너에게 꼭 필요한 아이디어 개발과 산업디자인에 관련한 포

트폴리오 제작과정을 습득하며, 졸업연구와 연계하여 개인작품의 포트폴리오 제작실습을 실시하여 이해

와 응용의 능력을 신장시킨다.

￭ 디자인과 산업 (Design & Industrial)

디자인과 관련하여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하기 위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이용 후 평가 등과 같이 산

업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학습하고, 디자인에 이를 반영하는 기법을 습득

토록 한다.

￭ 디자이너의 자세와 의무 (Designer of a posture & an obligation)

사회 속에 살아가는 디자이너의 책무와 의무를 이해시키고, 직장 속에서 능력 있고 배려있는 디자이너로

써의 삶을 위한 기초적인 자세를 컨설팅과 미팅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따라서 예의가 있고 품위 있는 디

자이너를 배출하는 근거가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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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예술학과

가. 교육체계도

교육철학
“학생과 소통하며, 참되고 창의적인 스승의 모습을 갖추자”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미용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인 재 상

자기주도적 전문인 및 

봉사인
창의적 예술문화인 글로벌 인재

학과교육 프로그램 강화

개인목표 및 마스트플랜

설정

창조적인 예술인이 되기 

위한 예술적 감각 함양

교양교육의 강화

외국어 교육 강화

외국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목표
뷰티산업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과 예술적 감성, 첨단기술 습득 및 미용경영능력 배양
을 위한 체계적, 선진적인 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미용전문인 및 교육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편성방향

심화된 현장실무능력 배양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

계유지
현장실무 교육 강화

동아리활성화 및 미용봉사

마케팅적 사고 배양

미적 감성 개발

색채 미 표현기법

패션트랜드 분석을 통한 시

장동향 파악

창의적 감성
미적 감성

과학적 사고배양

효과적 미용 교육방법 지도

창의적 미용교재개발 지도를 

통한 교육적 자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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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미용예술학과는 뷰티산업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과 예술적 감성, 첨단기술 습득 및 미용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 선진적인 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미용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용학의 기초

가 되는 인체생리, 보건 및 위생관리, 미적 감성개발을 위한 색채 및 표현기법 등 응용력을 높이는 교육

과정을 운용한다. 또한 학생 중심의 맞춤식 강의 및 실무 중심형 교육과정, 산업체와의 지속적이고 유기

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미용교육자 및 전문미용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다. 특성

미용예술전문가 양성을 위한 이론과 기술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미용 전문가 및 미용교

육자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관련분야 4년제 대학교육의 새로

운 기반을 마련한다.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분장, 네일 등 외모관리와 장식에 관한 이론적 지식

과 기술 함양으로 전문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실무 경험적 교육으로 현장 적응력을 높인다. 

국가 ∙ 민간 미용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활성화, 외국유학 및 취업을 위

한 어학교육을 강화한다. 활발한 봉사활동 참여와 다양한 현장실습 기회제공으로 리더십과 전문가의 역

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라. 발전방향

①고급 미용 문화 사회에 부응하는 헤어디자인 실습: 전문 지식과 체계적인 기초 기술을 함양시킴은 물

론 창의력과 응용력을 배양하게 하여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헤어 미용 기술을 체득한다.

②메디컬 피부 관리 시스템에 적합한 심화교육: 체계적 이론 지식 함양과 기술 습득을 통하여 증가하는 

병ㆍ의원 피부 관리실 및 전문 피부 관리실에서 필요로 하는 피부미용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높인다. 

③영상예술분야의 활성화에 따른 분장예술 및 헤어 연출: 영상 예술물 제작을 위한분장ㆍ헤어ㆍ토털패션 

연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수요에 부응한다.

④미용서비스산업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네일 미용교육: 네일 미용서비스 시장 규모 확대와 고급화 전

문화 추세에 적합한 전문인을 배출한다. 

⑤실업계 고교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전국의 미용고등학교, 실업계 고교 미용과에 교육과정 운

용을 위한 전문교사가 절대 부족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미용전공 정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

시킨다.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증

졸업 후 진로 

①고교 미용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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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전공필수과목 교직과목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명
학
점

강
의

1-1

미용학개론** 3 3 　 피부과학**** 2 2 　 　 　 　

헤어미용** 3 1 2 색채디자인 3 1 2 　 　 　

화장품과메이크업** 3 1 2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교필)

1 1 　 　 　 　 　 　 　 　

1-2

네일미용** 2 1 2 　 　 　

펌 이론 및 실습 3 1 2 　 　 　

피부미용 3 1 2

뷰티메이크업Ⅰ 2 1 2 　 　 　

②대학원 진학 후 대학 강사 및 교수

③미용학원강사

④화장품 교육 강사

⑤기술교육강사

⑥화장품 회사

⑦헤어디자이너

⑧헤어샵 매니저

⑨헤어컬러리스트

⑩메이크업 크리에이터

⑪무대분장 예술가

⑫특수 분장사

⑬네일 아티스트

⑭병원∙의원 피부관리사

⑮코디네이터

⑯미용관련분야 창업 

취득자격증 

 ①미용과 2급 중등교사 자격증

 ②미용사 면허증(국가기술자격 인정)

 ③미용국가자격증(미용일반, 피부)

 ④컬러리스트

 ⑤민간자격증(네일, 두피관리, 경락 및 발 관리 메이크업)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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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전공필수과목 교직과목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명
학
점

강
의

모발생리학**** 2 2 　 　 　 　

화장문화**** 2 2 　 　 　 　

2-1

취업전략과 역량강화
(교필)

1 1 헤어컽 3 1 2 교육학개론 2 2

화장품학** 2 2 교육심리 2 2

네일아트Ⅰ 2 1 2

피부상태분석이론 
및 실습

3 2 2

헤어 컬러링Ⅰ 3 2 2 　 　 　

　 　 　 　 뷰티메이크업Ⅱ 2 1 2 　 　 　

　 　 　 　 현장심화과정I 2 　 4 　 　

2-2
　

해부학** 3 3 　 무대분장 3 1 2
교육과정 및 교
육평가

2 2

드라이 및 아이언 3 1 2 교육사회 2 2

헤어디자인 컽 3 1 2 　 　 　

체형 및 비만관리 3 1 2

트렌드의 이해 2 2 　

　 　 　 　 네일아트Ⅱ 2 1 2 　 　 　

　 　 　 　 현장심화과정II 2 　 4 　 　 　

3-1
　

모발관리학 2 2 　 헤어디자인 펌 3 2 2
교육철학 및 교
육사

2 2

미용경영 3 3 　
족부반사이론 및 
실습

2 1 2 　 　

　 　 　 　
아로마 이론 및 
실습

3 1 2 　 　 　

　 　 　 　 바디페인팅 3 1 2 　 　 　

　 　 　 　 미용교과교육론** 3 3 　 　 　 　

3-2
　

미용교육론** 2 2 　
생활지도 및 상
담

2 2

두피 및 헤어트리
트먼트

3 1 2 　 　

업스타일 3 1 2

피부미용기기학 3 1 2

　 　 　 　 특수분장 3 1 2 　 　 　

　 　 　 　 미용서비스마케팅 3 3 　 　 　 　

　 　 　 　
미용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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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이 수
학 기

전 공 필 수 과 목 전 공 선 택 과 목 전공필수과목 교직과목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목명
학
점

강
의

4-1

공중보건학** 2 2 　 헤어컬러링Ⅱ 3 1 2 교육실습 2 2

사회봉사(교필) 2 0 0 메이크업연구 3 1 2 교직실무 2 2

　 　 　 　 응용에스테틱 3 1 2 　 　 　

　 　 　 　 이미지메이킹 2 1 2 　 　 　

4-2

미용세미나 2 2
교육행정 및 교
육경영

2 2

메디컬에스테틱 2 1 2 특수교육학개론 2 2

　 헤어연구 3 2 2 교육봉사활동 2 　

　 　 　 　
미용교과논리 및 
논술**

2 2 　

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인성
교육

1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자신의 꿈에 대한 설계--> 대학생활과 진로에 대
한 강의 및 토론진행-->대학생활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위한 구체적인 설계 가능

2 취업전략 및 역량강화
설계되어진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한 학과와 과련한 자격증 및 대회참여를 통한 역
량강화를 독려

3 사회봉사 1, 2학년에 이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한 부분 
중  서비스정신을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 실시4 사회봉사

1,2,3,4
정기적  멘토모임 및 미
용봉사

각 미용영역별로 정기적인 미용봉사를 실시한
다.--> 남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심성을 길러
주며, 사회성을 키워주는 것이 목적

실용
교육

1,2,3,4
헤어동아리 현장 감각을 익힌다.

자격증취득을 위해 준비한다.
정기적인 미용봉사를 실시한다.피부동아리

1,2,3,4 기타  창의적 실용교육
본 학과에 진행되는 대부분의 교과는 현장감 있는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힘을 배양하는 데에 힘쓰고 있음.

사. 비교과교육과정 

아. 교과목 개요

￭ 미용학개론 (Introduction to Cosmetics)

미용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과 미용에 필요한 기초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미용전반에 관한 개요

파악을 통해 심화학습에 디딤돌이 되게 하며, 고급화ㆍ전문화된 미용현장에서 고객의 개성표현과 미를 

탐구하는 전문인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할 전반적인 지식을 함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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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미용 (Theory and Practice for Permanent) 

헤어미용의 목적, 종류 및 방법에 대한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컽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키고, 두상의 흐름 

및 특징 파악과 컽 라인에 따른 섹션의 방향성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능력을 함양 시켜 개성적 헤

어스타일 연출을 위한 응용력을 높인다.

￭ 화장품과 메이크업 (Cosmetics and Make-up)

메이크업의 의의ㆍ목적ㆍ조건, 화장사적 흐름 및 메이크업의 도구인 화장품의 종류와 효능에 관한 이

론적 지식을 함양시키며, 화장품 선택 및 색채적용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실습강의를 통하여 메이크업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전문가로서의 기초를 확립한다. 

￭ 피부과학 (Skin Science)

피부의 조직적, 형태적 특징을 파악하고 피부노화, 색소침착 등 피부변화의 메커니즘을 교육하여 미용의 

기초지식으로 활용되고자 한다.

￭ 색채디자인 (Theory and Practice of Color Design)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색의 속성과 심리적 현상으로서의 색채 원리를 이해하고, 색채 응용력 향상에 필요

한 색 분해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컬러 톤 제작 작업을 수행하며, 이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 

￭ 네일미용 (Nail beauty)

네일 미용의 심화단계로서 손톱장식을 통한 예술적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미적 표현을 익힌다. 

각종 미술재료와 생활용품들을 아크릴 소재와 접목시켜 3D 기법 활용을 통한 작품성을 높이도록 한다.

￭ 펌 이론 및 실습 (Theory and Practice of Permanent)

펌에 사용되는 용제의 환원, 산화반응을 이해시키며 가로, 사선, 세로 등의 기본적인 와인(winding) 기법

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다양한 도구의 사용으로 동일한 모발길이 및 웨이브 형태 변화를 익혀 펌 디자

인 응용력을 배양한다.

￭ 피부미용 (Skin beauty)

피부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숙지한다. 피부 

기능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관리법을 익히며,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신에 마사지를 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 뷰티메이크업 Ⅰ(Beauty Make-Up Ⅰ,Ⅱ) 

기초메이크업을 기본으로 토털개념의 종합 메이크업의 원리와 개념을 익힌다.

상호 모델실기를 통한 실습교육 및 프로젝트수행 실기로 메이크업 전문가로써 현장감을 익힌다.

스페셜 메이크업과 분장의 차이를 구분하는 메이크업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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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발생리학 (Theory of Hair Physiology)

두피생리학, 모발생리학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학습한다. 이론을 바탕으로 헤어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전문성을 강화한다.

￭ 화장문화 (Makeup Culture)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연환경, 사회환경,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 등이 당시의 미용경향에 미친 영

향을 파악하고, 미용과 의복과의 관련성을 미학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토털패션 전반에 관한 지식적 

함양시킨다.

￭ 헤어 컽 (Hair Cut)

베이스∙각도의 종류와 특징을 학습하여 헤어미용에서 익힌 기본머리형 4가지를 접목하여 다양한 커트 기

술과 헤어스타일을 창조하고. 헤어스타일을 보고 도식화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 화장품학 (Cosmetics) 

화장품의 역할 및 기능, 계면화학, 화장품 성분에 대한 연구한다. 또한 화장품의 원리와 사용법을 학습시

키고, 화장품이 제조되는 과정과 화장품을 피부에 응용력을 지도한다.

￭ 네일아트Ⅰ( Nail ArtⅠ)

네일아트의 다양한 종류를 알고 그 기술을 습득하여 아름다운 네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그 

목표를 두고자 한다.

￭ 피부상태분석학 (Derma Analytics)

피부타입은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함으로 피부 유형을 분류하며 유형에 따라 피부 관리 목적에 맞는 관

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의 피부 타입에 관리할 수 있는 이론과 실기 교육에 그 목적을 둔다. 

￭ 헤어 컬러링 I (Hair Coloring and Bleaching Ⅰ)

염색 및 탈색의 목적을 이해하고, 전체나 부분에 대한 염색 및 탈색 방법을 교수한다. 염색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과 감각적인 헤어스타일 연출을 위한 다양한 컬러링 테크닉을 연마시킨다.

￭ 뷰티메이크업 Ⅱ (Beauty Make-Up Ⅱ) 

퍼스널 컬러를 위주로 피부 톤과 연계하여 적절한 색감을 표현을 학습시키며, 실전 메이크업을 실기위주

로 지도한다.

￭ 무대분장 I (Stage Make-up Ⅰ) 

이미지 메이크업, 웨딩메이크업을 위한 다양한 테크닉을 지도한다. 특히T. P. O. 에 따른 메이크업 디자

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킴으로써 스페셜리스트로서의 경쟁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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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 및 아이언 (Dry & Iron)

헤어 드라이의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고 스트레이트 드라이, 웨이브 드라이 등 기본 테크닉 표현을 위한 

기기 사용법을 익힌다. 또한 Blow Dry 사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다양한 헤어스타일 연출 능력을 

신장시킨다.

￭ 헤어디자인 컽 (Hair Design Cut) 

미용 실무에서 컽은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며 특히 형태와 질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얼굴과 체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른 이미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디자이너로서의 자질을 함양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체형 및 비만관리 (Form & Diet Management) 

체형 및 비만관리의 개념 및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비만의 진단과 측정 및 개선 법에 대해 알아본다. 또

한 체형 및 비만관리를 위한 대처 요법에 대해서도 학습하여 기기를 사용한 관리나 아로마를 이용한 관

리 등을 신체에 실습하여 체형 및 비만관리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학습이 되도록 한다.

￭ 트렌드의 이해 (Understanding of Trend)

트렌드의 발상, 확산 및 정착 메커니즘 이해를 통하여 뷰티마케터의 자질을 기르며, 다양한 패션트렌드를 

창의력 발상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뷰티트렌드 창조자와 결정자로서의 능력

을 배양시킨다. 

￭ 네일아트Ⅱ ( Nail ArtⅡ)

네일 케어의 기술에 예술적 표현을 교육하여 전문가적 능력을 키우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 모발관리학 (Theory of Hair Management)

생리학적 측면에서의 모발의 구조와 성질에 따른 특징을 이해하고, 과다한물리, 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손

상되어진 모발특성을 파악하며, 이들을 건강한 모발로 관리, 유지시키기 위한 이론적으로 접근을 통하여 

헤어 미용 전문가로서 지식기반을 다지도록 한다. 

￭ 미용 경영 (Beauty Shop Management)

서비스 산업에서의 마케팅 기본 원리를 파악하여 성공적인 창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선진국의 

미용경영 실태, 타 지역 성공 업체들의 경영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여 미용관련업계에서의 벤치마

킹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헤어디자인 펌 (Hair Design Permanent ) 

콜드 펌의 종류와 약액에 따른 웨이브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양한 펌 테크닉을 습득함으로써 창의적인 

펌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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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부반사이론 및 실습 (Foot Reflex Theory& Training )

발의 골격 및 근육의 특징을 파악하고, 발반사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학습한다. 실기에서는 장기에 대응되

는 반사 위치를 파악하고 발반사의 기술을 익혀 현장에서의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아로마 이론 및 실습 (Theory & Practice of Aromatherapy) 

아로마에 의한 관리법 및 비만관리의 기본 원리를 익힌다. 이를 위하여 아로마의 특징과 아로마의 브랜

딩에 따른 효능을 이해하고, 아로마 마사지가 신체건강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여 여러 경우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실제 비만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바디페인팅 (Body Painting )

바디페인팅은 개념미술로 인체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화장품이 아닌 전문 컬러링물감을 사용하는 메이크

업 분야로 퍼포먼스(performance)라고 볼 수 있다. 바디페인팅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표현 유형별 

특성과 기법을 연구하고 페인팅에 필요한 재료학 등을 익혀 페인팅 아티스트의 기초를 익힌다.

￭ 미용교과교육론 (Introduction to Beauty Subject Education)

미용교육과정을 이해하고 미용교육 교수학습모형, 미용교육평가 등에 대해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

하여 효과적인 미용교과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미용교육론 (Pedagogics and Teaching Method in Beauty)

변화하는 실업계 고교 교육의 추세에 따른 중등교육의 목적을 이해하고, 미용과 교육의 효과적인 목표달

성을 위한 교과구성, 교수방법, 지도상의 주안점 파악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자질을 높인다.

￭ 두피 및 헤어 트리트먼트 (Scalp & Hair Treatment) 

모발을 상태에 따라 건강모, 손상모, 다공성모 등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제품 선정과 관리방법 등에 관

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며, 특히 상호실기를 통하여 염색과 펌 등으로 손상된 모발을 진단하고 처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숙지한다.

￭ 업스타일 (Up Style )

업스타일의 이론을 학습시키고 실무에서 이용되는 기본스타일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다양한 재료와 도

구 사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달된 기술을 연마시킴으로서 전문가로서의 창의력을 배양시킨다. 

￭ 피부미용기기학 (Skin Care Equipment)

피부미용에 기초가 되는 인체의 해부생리학과 미용기기 원리를 다룬 이론을 지도한다. 다양성과 전문성

을 요구하는 뷰티산업 현장의 특성에 부합되는 최신 피부미용기기들의 사용법을 익혀 실무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교육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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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분장 (Special Make-up)

대머리, 수염, 가발 등 무대 인물묘사를 위하여 필요한 소품제작 테크닉을 중점 지도한다. 선택한 작품들

을 이해하고, 작품속의 캐릭터에 적합한 작품을 구상하여 실제 조명ㆍ무대 공간ㆍ객석과의 거리 등에 

따른 캐릭터 표현방법을 연구한다. 

￭ 미용서비스마케팅 (Beauty Service Marketing)

변화하는 미용서비스산업의 환경을 이해하고 소비자 만족을 위한 고부가가치형 미용서비스 상품제공으로 

경쟁력 있는 미용전문인의 능력을 함양시킨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 경제시대에 따른 미용서비스업의 현

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마케팅 믹스 이론에 근거한 미용서비스업의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각 

영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미용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Research & Instruction of Beauty Subject Materials a Cosmetology)

교육의 방법 및 교수전달법,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창의적이며 전달력 있

는 미용교육법을 연구하도록 한다.

￭ 헤어 컬러링 II (Hair Coloring and BleachingII) 

헤어 컬러링 트렌드의 파악과 분석을 통하여 전체패션으로서의 헤어 컬러 연출을 위한 자질을 함양 시키

며, 성, 연령, 직업 등의 특성에 따른 헤어 컬러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헤어 컬러리스트로서 

기능을 강화시킨다. 

￭ 메이크업연구 (Make-Up Study )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 양성을 돕고자 한다.

￭ 응용 에스테틱 (Practical Applicayion of Aesthetic)

피부미용관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론과 실기로 지도하며, 차후 현장실무에서 

직접적인 활용될 수 있는 심화된 수업을 진행한다. 

￭ 이미지 메이킹 (Image Making)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그리고 의복간의 총체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며, 나아가 상황

에 따른 캐릭터를 연출할 수 있는 응용력을 배양시킨다. 

￭ 미용 세미나 (Seminar in Total Fashion ) 

헤어미용ㆍ피부미용ㆍ메이크업ㆍ네일 미용 등에 관하여 습득한 지식과 체화된 기술을 교육과 산업의 각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 메디컬 에스테틱 (Medical Aesthetic)

메디컬 에스테틱은 의료 시술 후 사후처리 및 관리법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561

있도록 지도한다.

￭ 헤어연구 (Study of Creative Hairstyle)

헤어 미용 실무 감각 고취를 목표로 하여 이를 위하여 헤어 연출의 다양한 테크닉을 훈련시킨다.

￭ 미용교과논리 및 논술 (Logic and Essay Writing for Beauty Curriculum)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논리성과 문장력을 지도하며, 미용분야의 특성에 부합되는 논

리적 사고의 논술에 관한 교육에 역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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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공연학부

가. 교육체계도

교육철학
“음악의 순수한 예술성을 추구하고 그 방법론을 연구·연마하며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음악인을 양성한다.”

인 재 상 새로운 패러다임, 맞춤식 교육의 인재양성

교육목표

다변화의 현실 음악세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 음악 전문인을 양성 한다.

수준 맞춤별 전공 수업 커리큘럼을 통한 교육 

경쟁력 제고 [전공기초과정, 전공과정, 심화과

정 편성]

음악 기초과목과 실용과목을 접목한 다양한 실

기과목 편성 [전공분야별 특화된 수업 중점 편

성]

교육과정

편성방향

피아노 문헌, 악기론, 뮤직히
스토리 등의 정통 클래식에 
특화된 수업을 통한 클래식 
음악 이해 강화

클래식 음악
피아노, 피아노반주, 관/현/타
악기, 오르간, 클래식기타, 예
술경영 등

화성학, 작편곡법, 레코딩 등의 
작곡관련 수업과 기존의 클래식 
작곡과 미디를 접목한 기존대학
과는 차별화된 특화된 수업

뉴 미디어 작곡

재즈앙상블, 팝 앙상블 등의 
장르별 앙상블 수업을 통한 
연주력 강화 보컬, 악기 트레
이닝 등의 수업

실용 음악

작곡, 영화음악, 컴퓨터음악, 
싱어송라이터, 방송공연기획

보컬, 뮤지컬, 기타, 재즈피아
노, 베이스기타, 
드럼, 관악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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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목표

음악공연학부는 음악 예술의 이론과 실기를 모두 갖춘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한다.

클래식음악전공과, 뉴미디어작곡, 공연예술(실용) 전공으로 세분화되고, 음악의 기초과정, 전공 과정, 세분

화 과정으로 나뉘어서 교육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급변하는 음악환경에 전문인양성을 위하여 음악기초과

목 및 실용과목을 병행 접목하여 다양한 실기교육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심화교육을 통하여 다변화의 

현실 음악세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다. 특성

새로운 패러다임, 맞춤식 교육의 인재 양성, 다양한 분야의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

을 갖추었다. 

클래식 계열

전통 음악의 기초를 바탕으로 하여, 현 시대가 요구하는 예술 전문인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다

양하게 변화하는 현대 음악의 시장에서도 클래스가 다른 연주자, 전문인의 육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

히, 클래식의 본고장인 유럽 출신의 젊은 교수진으로 가장 트랜디한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세부전공 

기악- 관·현악, 피아노(반주), 오르간 

지휘- 오케스트라, 합창

성악- 예술가곡, 오페라 

작곡- 작곡(오케스트라, 합창) 

 

실용 계열

아래의 세부 기본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연주자 양성과, Jazz, Rock, Ballade등 실용 음악의 전

반적인 장르를 포괄하여 musical의 희극적인 요소까지 교과 과정에 더하였고, 교육내용에도 Bonstar 

Training Center(원장 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와 연계하여 한층Quality 높은, 시대를 압도해 나가는 

musician을 양성토록 하였다. 아울러 Finale, Cubase등의 컴퓨터 음악 Program, 장르별 앙상블 수업을 

통한 세션간의 호흡, 화합, 나눔 등 다양한 음악적 접근을 유도하였다.

* 세부전공 

실용음악-Vocal, E-Guiter, Synthesizer, Bass-Guiter, Drum, New-Media Composer 음향Operator, 

무대기획관리사 등.

교회음악- 찬양사역자(찬양 Leader, Sessi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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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전방향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클래식 본고장의 음악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가장 정통한 클래식 음악의 세

계를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프로그램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명 가

수나 세션 양성기관인 유수의 국내 Music School과의 교육 프로그램 교류 MOU를 체결하여, 최신의 트랜

디한 교육방식을 지속적으로 접목중이며, 우리나라남부지역의 실용음악계를 이끌어 나가는 차세대 음악인을 

양산하는 가장 열정이 가득한 음악공연학부로 변화해 나가는 중이다.

- 지속적인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과 증설.

- 지역의 인재 교수를 선발하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음악인 양성

- 교내·외 다양한 장학제도 수혜의 증대.

- 다양한 취업 및 진로의 개발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

마. 졸업 후 진로 및 취득자격

졸업 후 진로 

음악학과를 졸업하면 우선 전문 연주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들은 음악과 관련된 수많은 단체에 속

하여 연주활동을 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연주활동을 해 나갈 수 있다. 또한 국내 및 국외 대학원에 진

학하거나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뮤지컬이나 음악 매니지먼트, 예술경영, 오페라 연출 분야로 진출

할 수 있게 되며, 각종 오디션을 통한 연예계 진출과, 방송 데뷔, 학원 개설, Music-Trainer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취득자격증 

①전문 피아노 반주자 과정 

②방과 후 실기지도자 과정

③음향 관리사 과정

④음악 심리 치료사 과정 

⑤무대 관리사 과정

⑥교회 음악 지도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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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이수
학기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습

1-1

합창 1 2 2 전공실기 1 1 1

뮤직앙상블 1 1 1 컴퓨터음악 1 1 1

 음악기초이론 1 2 2  기초발성 2 2

정통 시창청음 1 2 2 악기론 1 2 2

뮤직히스토리 1 2 2

대학생활과 진로설계(교필) 1 1

1-2

 합창 2 2 2  전공실기 2 1

뮤직앙상블 2 1 1  정통시창청음 2 3 3

뮤직히스토리2 3 3

악기론 2 2 2

컴퓨터음악 2 1 1

보컬앙상블 및 워크샵 2 2

2-1

정통화성학 1 2 2 부전공실기 1 1 1

재즈 시창청음 1 1 1 무대연기의 실제 2 2

뮤직히스토리3 2 2 레코딩 1 1 1

합창 3 2 2 현장심화과정(심화) 2 2

전공실기 3 1 1

연주 1 2 2

뮤직앙상블 3 1 1

2-2

전공실기 4 1 1 부전공실기 2 1 1

연주 2 2 2 재즈시창청음 2 3 3

뮤직앙상블 4 1 1 정통화성학 2 2 2

합창 4 2 2 뮤직히스토리 4 3 3

레코딩 2 1 1

현장심화과정(심화) 2 2

3-1

연주3 2 2 재즈화성학 1 3 3

지휘법 1 2 2 전공실기 5 1 1

취업전략과 역량강화(교필) 1 1 뮤직앙상블5 2 2

합창5 2 2

음악분석 및 형식론1 3 3

3-2

연주4 2 2 재즈화성학 2 3 3

전공실기 6 1 1

합창 6 2 2

바.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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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이수
학기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
습

과 목 명
학
점

강
의

실습

뮤직앙상블 6 2 2

지휘법 2 3 3

음악분석 및 형식론 3 3

4-1

전공실기 7 1 1 연주 5 2 2

사회봉사 2 2 뮤직앙상블 7 3 3

합창 7 3 3

멀티미디어 워크샵 1 3 3

뮤직세미나 1 2 2

4-2

전공실기 8 1 1 뮤직앙상블 8 3 3

졸업연주 P P 합창 8 3 3

멀티미디어 워크샵 2 3 3

뮤직세미나 2 2 2

음악 기획 및 경영 2 2

구분 학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비고

실용
교육

1,2,3,4 전문 음악인 양성을 위한  
초청특강

교수, 전문 음악인 등을 초청하여 미래의 전문 뮤지
션이 되기 위한 초청 특강 및 작은  음악회

1,2,3,4 여름방학 합창캠프 방학기간 중 전체 합창 및 앙상블 지도를 통한 전문 
음악인 배양 

사. 비교과교육과정 

아. 교과목 개요

￭ 합창Ⅰ,Ⅱ, Ⅲ, Ⅳ, Ⅴ, Ⅵ, Ⅶ, Ⅷ (Choral Singing Ⅰ,Ⅱ,Ⅲ,Ⅳ,Ⅴ,Ⅵ,Ⅶ,Ⅷ)

 가곡, 칸쵸네, 뮤지컬 곡, 성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보컬음악을 합창곡으로 편곡하여 불러봄으로써 대단

위의 인성이 함께 어우러질 때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합창단 구성원으로서 지휘자의 합창지도에 대한 기

본 자질을 연마한다.

￭ 뮤직앙상블Ⅰ,Ⅱ, Ⅲ, Ⅳ, Ⅴ, Ⅵ, Ⅶ, Ⅷ (Music Ensemble Ⅰ,Ⅱ,Ⅲ,Ⅳ,Ⅴ,Ⅵ,Ⅶ,Ⅷ)

Solo가 아닌 Ensemble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룬 화음으로 어느 합창단에 들어 가 서도 쉽게 각 

Part를 읽어내고 자신을 다른 사람의 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듣는 귀를 훈련 하여 단체 활동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융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 하며 각 성부의 정확한 표현력을 통하여 완성된 합창음악을 체험

토록 한다. 관현악, 타악기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각자 의 Part 연습과 Ensemble을 통해 음색의 조화를 이루

도록 하고 각종 합주곡과 교향곡 등을 연습하고 공개연주에 참가함으로써 폭넓은 음악세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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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음악이론 Ⅰ,Ⅱ (Fundamentals of Music Ⅰ,Ⅱ)

이 과목은 서양 음악의 전반적인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음악의 전문적 지식을 보다 빠르게 습득할 수 있

도록 한다.

￭ 정통시창청음Ⅰ,Ⅱ (Sight Singing & Ear Training Ⅰ,Ⅱ)

음악은 음을 구분하여 이루어지는 예술이므로 음악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능력은 악보

를 보고 소리 낼 줄 알아야 하고 들어서 악보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음악의 모든 이

론공부에 우선하고 절대적이다. 따라서 코르위붕겐부터 콘코네 등을 걸쳐 초견 시창능력 등을 훈련하고, 

선율, 화성, 리듬 등의 청음 능력을 배양한다. 

￭ 뮤직 히스토리Ⅰ,Ⅱ, Ⅲ, Ⅳ (Music HistoryⅠ,Ⅱ,Ⅲ,Ⅳ)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지식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대, 중세,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 등 서양음악과 더불어 재즈음악사에 이르는 음악의 역사적 지식을 체계화 하 고 그 지식을 음악작

품에 직접 응용하여 작품에 대한 분석적 이해와 폭넓은 음악의 흐름을 정립토록 한다.

￭ 전공실기Ⅰ,Ⅱ,Ⅲ, Ⅳ, Ⅴ, Ⅵ, Ⅶ, Ⅷ (Major LessonⅠ,Ⅱ,Ⅲ,Ⅳ,Ⅴ,Ⅵ,Ⅶ,Ⅷ)

 각 전공 별 학생과 교수간의 일대 일 심화학습으로서 관련 클래스 수업의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고 

동일 전공 내에서도 각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 맞도록 지도교수를 배정함으로써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학업 성과 전반을 책임관리 받게 된다.

￭ 컴퓨터음악Ⅰ,Ⅱ (Introduction to Desktop Music System Ⅰ,Ⅱ)

Computer 음악 프로그램 중 Finale, CUBASE 등 컴퓨터를 통해 작곡, 음악을 만들어 자신의

전공분야에 적극 활용하여, 실제적 음악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기초발성 (Basic vocalization)

호흡의 기본을 이해하고 소리의 긴장을 제거하는 훈련을 통해 무대 위에서 필요한 정확한 목소리의 전달

과 구사 방법들을 습득하며 소리의 강도(Volume), 속도(Tempo)등을 자유자제로 구사할 수 있도록 훈련

하여, 합창이나 솔로의 발성을 경험하여 지도자로서의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한다.

￭ 악기론 Ⅰ,Ⅱ(Instrumentation Ⅰ,Ⅱ)

여러 가지 악기의 역사, 구조, 기능, 연주법 등에 대하여 이론과 연주 및 실습을 통한 학습을 함으로써 

독주곡, 실내악곡, 관현악곡의 작곡에 필요한 지식과 이론을 습득한다.

￭ 보컬 앙상블 및 워크샵(Vocal Ensemble & Workshop)

보컬의 발성법과 합창시의 발성법을 공부하며, 다양한 음색의 보컬들을 어떻게 합창하는가에 중점을 둔

다. 또한, 영어 ,이태리, 프랑스, 독일어 등의 정확한 발음과 문법을 이해시키고 음악용어의 정확한 사용

으로 특유의 묘미를 체득시키며 예술적 표현에 목표를 둔다.



569

￭ 정통화성학Ⅰ,Ⅱ, (Classic Harmony Ⅰ,Ⅱ)

정통화성학(고전화성학)은 음의 수직적인 결합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는 누구나 배우고 익혀야 되는 학문이다. 고전 및 낭만의 전통화성에서 부터 근대ㆍ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화성을 이론 및 실습을 통하여 익히도록 한다. 

￭ 재즈시창청음Ⅰ,Ⅱ (Jazz Sight Singing & Ear Training Ⅰ,Ⅱ)

기존 정통 시창청음에 이어 재즈적 리듬의 요소를 더하여 음악을 듣고 분석할 수 있는 상대적 이면서 절

대적인 음감을 터득한다.

￭ 연주Ⅰ,Ⅱ, Ⅲ, Ⅳ, Ⅴ (Weekly RecitalⅠ,Ⅱ,Ⅲ,Ⅳ,Ⅴ) 

전공실기에서 배운 작품 곡을 실제로 무대에서 연주하고 발표함으로써 연주자로서의 책임감을 심어주며 

다양하게 무대 경험을 해보고 Stage Manner를 익히게 한다.

￭ 부전공실기Ⅰ,Ⅱ, Ⅲ, Ⅳ (Minor LessonⅠ,Ⅱ,Ⅲ,Ⅳ)

자기의 전공과목 이외의 것을 선택하여 그 악기의 특성과 주법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각자의 수준에 맞게 

지도를 하고 전공분야의 폭넓은 이해와 활동을 하도록 한다. 

￭ 무대연기의 실제 (Reality Stage Play)

뮤지컬을 직접 연기하고 노래하는 수업이다. 이 수업에서는 뮤지컬에 필요한 연기, 안무, 노래 연주, 음악 

등을 총괄적으로 실습해서 학기말 공연한다.

￭ 레코딩 Ⅰ,Ⅱ (Techniques for Audio Recording Ⅰ,Ⅱ)

레코딩 이론과 실습을 통한 스튜디오 테크놀로지와 기초적인 레코딩 과정에 대한 이해를

교육함으로서 사운드의 특성을 파악, 고려하여 실제 연주나 음반 제작 시, 수준 높은 음향을 연출할 수 

있는 작곡, 편곡을 가능케 한다.

￭ 지휘법Ⅰ,Ⅱ (Conduction techniqueⅠ,Ⅱ)

음악의 복잡한 리듬과 여러 가지 뉘앙스를 지휘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휘의 기본 원리와 기초적인 기술을 익히고 합창, 오케스트라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연습을 응용 연습하

며 악곡 해설을 곁들여서 고도의 지휘 기술을 연마한다.

￭ 재즈화성학Ⅰ,Ⅱ (Jazz Harmony Ⅰ,Ⅱ) 

클래식 화성과는 차별되는 이론으로서 그 내용에는 코드, 텐션, 전조, 선법이론 등이 단계적으로 포함되

어 있다. 이는 가요, 팝, 뮤지컬, 영화음악 등 현대 대중음악을 작곡, 편곡 및 연주함 에 있어서 반드시 

습득해야 될 화성 이론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모든 관련 교과학습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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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분석 및 형식론 (Music Analysis and formalism) 

서양 전통 음악의 화성 및 선율구조와 곡의 전개 방법 등에 대한 분석과 형식 등, 음악에 대한 사고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고찰하고, 새로운 미학의 역사와 현재의 경향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음

악미학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수용하며, 작곡이나 음악에 대한 빠른 이해를 배운다.

￭ 멀티미디어 워크샵Ⅰ( Multimedia WorkshopⅠ) 

작곡을 마친 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곡의 스타일과 뉘앙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데 편곡 법에서는 우선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과 사운드에 관하여 이해하고 활

용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아울러 음악의 스타일별 특징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며 이를 통하여 각 스

타일에 관한 편곡을 실습한다. 

￭ 뮤직 세미나 Ⅰ,Ⅱ (Music Seminar Ⅰ,Ⅱ)

피아노 문헌의 바흐부터 리스트 전까지의 음악을 듣고 분석하며, 각 시대에 따른 작곡 형태의 변화와 작

곡자의 음악적 표현 방법을 연구하여 음악적 분석과 음악의 이해 능력을 기른다. 

￭ 음악 기획 및 경영 (Music Plan and management)

 음악예술경영의 필요성, 시장전망과 관련 산업의 경영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실습과정을 

통하여 음악경영 능력을 배양한다.

￭ 졸업 연주 (Graduation Recital)

 전공실기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졸업을 위한 필수 연주 과정이며, 대학을 마치며, 프로 연주자로서의 첫

걸음을 여는 무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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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운영규정

1. 교수회 운영 규정

2.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3.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4.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5. 교무위원회 규정

6. 교육과정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

7. 학생지도위원회 운영 규정

8.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규정

9.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10. 대학발전기금 위원회 규정

11. 대학자체평가 규정

12. 기획연구위원회 규정

13. 대외협력 운영위원회 규정

14. 대학구조조정위원회 규정 외 6개 규정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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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운영규정

1. 교수회 운영 규정

제정 2003.03.02

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18장에 명시된 교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구성과 소집 및 심의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한국국제대학교 교수회라 칭한다. (이하“본 회”라고 한다.)

제3조(구성) 본 회는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임원 및 회의소집) ①본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본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 

③본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5조(심의사항) 본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교육계획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사업무에 관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및 의결) 본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권한위임) 본 회의 심의사항을 교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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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평의회 운영 규정

제정 2007.03.29.

개정 2009.02.13.

2011.02.16., 2013.11.0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국제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 ‘본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한국국제대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

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기능)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장 조 직 

제4조(구성) 본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을 두며, 각 구성원 단위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단 

본회의 구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다.

1.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원 5인 

㉯직원 3인 

㉰학생 2인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2.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교원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

원 자격을 상실한다. 

㉮휴직 및 퇴직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4.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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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졸업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교환학생으로 6개월 이상 파견

제5조(선출 및 위촉)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를 대표하는 공식기구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을 대표하는 공식기구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6조(의원의 임기) ①본회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학생의 경우 1년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원 단위의 추천권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하

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본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에서 호선하되, 의장은 교원이 맡는다.

③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의장과 부의장, 간사 등의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제8조(의장 등의 임무) ①의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③ 간사는 본회의 회의록 작성 등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

제9조(소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10조(소집) ①평의원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 학기 2회 개최한다. 

②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본회는 이사장, 대학교육기관의 장 또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의결) 본회의 의사결정은 본회 구성원의 합의를 중심으로 결정한다. 단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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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의록 작성) 본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개정) 이 규정은 평의원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14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선출 및 위촉 등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시행세칙

을 둘 수 있다.

제14조(위임) 평의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타 의원에게 위임장으로 그 권한

을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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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11.01.07.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국제대학교의 합리적인 등록금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ㆍ합의 할 수 있다.

1. 해당년도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등록금 산정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으로 하고, 학생처장, 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

이 된다.

② 위원은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위원 포함)4인, 학생 4인, 관련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고, 어느 하

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들 위원 외에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또는 동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학생위원은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은 총장 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5조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에 위촉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 될 경우 해혹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제7조 (회의소집과 의결) ①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 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

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간사 1명을 둔

다.

제9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10조 (서면의결)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지급)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학생위원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그 밖

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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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칙개정 등) 위원회의 회칙개정 등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시행)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4조 (기타)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0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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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정 2003.03.01.

개정 2007.03.01.

2009.03.01., 2010.06.01., 2012.09.01., 2014.04.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일선학원 정관 제6장 제1절 제3관에 의거 한국국제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15.)

제2조(조직) ①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

직한다. 

②총장은 필요시 교원 외 인사를 위원으로 추가 선임 할 수 있다.

③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교무처장 부재 시에는 위원

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제4조(회의의 소집)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사항)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면을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04. 15.) [전임강사 삭제]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학교법인 일선학원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

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

정 2014.04.15.)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2. 학생에 대한 교수ㆍ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수의 업무능력 및 본교 발전에 대한 기여도 

4. 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7조(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①인사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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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간사는 교무처의 교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비밀엄수) 인사위원은 회의내용을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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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무위원회 규정

제정 2003.03.01.

개정 2006.03.01.

2009.03.02., 2010.06.01.,2013.02.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69조에 의거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

교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무위원회(이하“교무회의”라 한다)의 조직과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교무회의는 총장, 부총장, 처장 및 부속(설)기관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의 자 이외의 자를 교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의장 등) ①총장은 교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총장 유고시에 부총장, 교무처장 순서로 의장이 된다.

제4조(회의의 소집 등) 교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 소집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제5조(심의 사항)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운영상 중요한 사항

2. 학칙 및 규정 제정,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교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①교무회의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①교무회의는 교무처에서 주관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

을 둔다.

②간사는 교무행정 책임자, 서기는 교무처 담당직원이 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회의심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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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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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003.03.02. 

개정 2008.03.01.

2009.03.02., 2012.03.02. 2014.03.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 학칙 제29조에 의하여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 및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위원과 각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위원회는 11월중에 개최한다.

2.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학과교육과정 운영 연구회) 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및 기타 교육과정 연구과정을 위하여 

각 학과에 교육과정 운영 연구회를 둔다.

②교육과정 운영 연구회는 각 학과의 전임교수와 관련 산업체 인사, 시간강사, 졸업생 중 위촉받은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교육과정 운영 연구회의 자료수집, 연구발표, 회의소집 등의 업무는 해당 학과장이 총괄한다.

제7조(교양교육과정 위원회)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8조(교육과정 편성의 기본원칙) ①교육과정은 학과 또는 전공 단위로 교양교과목과 전공교과목으로 구분

하여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육과정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되, 교양교육 및 전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한다.

③같은 모집단위 내에서 동일 명칭의 교과목은 동일 학수번호를 부여한다.

④교과목의 학점 단위는 3학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4학점, 2학점, 1학점 단위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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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다. 

⑤학점 당 시간 수는 1학점 1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과목은 1학점 2시간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개설범위) 교양 및 전공(교직)과목의 개설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4.03.24.>

1. 교양과목 : 14학점 ~ 18학점 이내

 - 일반교양 : 10학점 ~ 14학점

 - 교양필수 : 4학점

2. 전공과목 : 116학점 이내(학부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직과목 포함)

3.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해 해당) 

제10조(교과목 구분) ①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은 그 성격상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며 전공과목

에 준하는「교직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이 있다. 

②교양과목이라 함은 대학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지도적 인격도야에 필요한 전인교육을 위한 교과목과 여

러 학문 분야의 도구과목 및 기초입문 과목을 말한다. 

③전공과목이라 함은 각 학과 및 전공의 전문 학술연구에 직접 필요한 교과목을 말한다. 

④교직과목이라 함은 교원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⑤일반선택과목이라 함은 학생이 이수하고자하는 전공(복수전공 포함)외에 타전공의 전공 교과목에서 자유

로운 선택에 의해 이수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들 교과목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양과목 : 일반교양, 전공교양, 교양필수

2. 전공과목 : 학부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3. 교직과목 :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4. 일반선택과목 : 교양과목을 제외한 타 전공 교과목 

제11조(교과목 편성) ①교양과목은 여러 학문분야의 도구과목 및 기초입문과목, 시대와 사회적 요청에 부응

하는 주제중심과목, 전인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기영역의 입문과정, 본교의 교육이념 및 특

성을 구현하는 과목, 기타 학과 또는 전공에서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문영역의 과목으로 학생들의 관심

과 수요에 부응하는 과목 등으로 개설하되 전공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은 제외한다.

②<삭제>

③교양과목은 학과 모집단위별로 그 특성에 따라 14학점 이상에서 교양교과목 중에 필요한 교과목을 지정 

할 수 있다.(사회봉사)

④전공과목은 각 학과 또는 전공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중에서 교양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 내에서 학

부기초과목,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⑤전공과목 개설학점은 116학점 이내로 한다.(학부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직과목 포함)

⑥각 학과 또는 전공에서는 최소 전공이수학점에서 학부기초과목을 제외한 학점 범위 내에서 전공필수 과

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⑦각 학과 또는 전공에서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130학점이상)에서 교양과목 최소이수학점을 제외하고 또 

학부기초과목 또는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학점의 범위 내에서 전공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⑧전공과목은 1학년 2학기에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전공필수과목은 학과의 특성에 따라 4학년에 개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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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⑨학과 또는 전공에 따라 ‘현장실습’ 과목을 전공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다. 

제12조(전공제도 기본원칙) ①학생선택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전공제도로서 복수전공제, 심화과정을 운영한

다.

②제1전공(주전공)이라 함은 모집단위에서 최초로 결정된 전공을 말한다.

③학생들은 입학한 모집단위 내에서 제1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④제1전공 이외에 추가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 이를 각각 제2전공으로 한다.

⑤학생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전공 및 제2전공 이상을 이수할 수 있다. 

제13조(교과목의 이수) ①교양과목의 이수학점은 14학점∼18학점으로 한다.<개정 2014.03.24.>

②삭제 <2009.03.02> 

③제1학년에 한하여 교양과목의 학점취득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과목의 학점인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

른다.

④교과목 이수에 있어서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교과목 이외에는 모집단위, 학수번호, 이수구분이 다르더라

도 교과목명칭과 학점이 같으면 중복이수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전공 이상의 이수를 위해 그 전공에

서 지정하는 과목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삭제 <2009.03.02> 

⑥같은 모집단위 내에 있는 각 학과 또는 전공에서는 개설된 학부기초과목 및 전공필수과목을 반드시 이

수하여야 한다.

⑦제1전공 및 제2전공 이상을 모두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과 또는 전공에서 정하는 교양과목, 전공교

양과목, 학부기초과목, 전공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⑧제1전공으로 이수한 과목이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과에 동일과목으로 개설되어 취득

하였더라도 학부기초과목을 제외한 과목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취득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다.

⑨전공 선택과목으로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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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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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지도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03.03.02.

개정 2004.09.01.

2005.030.02., 2006.09.01., 2009.09.01., 2010.03.02.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효율적인 학생지도로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상벌 및 학생자치활동을 

지도⋅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국제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홍보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의 추천

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03.02)

②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제반업무는 학생과에서 관장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생생활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 학생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학생회비 책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5. 학생상벌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학생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무) 위원회에 관한 사무는 학생과에서 관장한다. 

제7조(관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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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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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위원회

안건

일시  년 월 일시 분 장소

의결
주문

사유

 년 월 일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 교학처장     (인) 

기획처장     (인)  입학홍보처장     (인)

 입학홍보처장     (인)   사무처장     (인)

 

(별지서식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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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03.03.02.

개정 2011.07.01.

2012.02.01., 2014.02.01.

제1조(목적)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본 대학교의 입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에게 건의한다. 

1. 입학전형 제도 개발 및 계획 심의

2. 입학전형 관리기술 개발

3. 입학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

4. 입학전형 관련업무의 주요사항 심의(전형유형, 자격기준, 사정방법, 모집인원의 배분 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입학홍보처장을 위원장으로, 입학홍보부처장과 입학홍보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

고 학과장 등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2.01)

②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입학홍보팀 직원 중에 지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임기) ①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에 입학제도개선위원회, 입학사정위원회, 특기자사정위원회, 외국인입학관리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주요사항을 연구ㆍ개발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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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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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 대책위원회 규정

제정 2003.03.02.

개정 2011.07.01.

2012.02.01., 2014.02.01.

제1조(설치목적)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학칙 제16조제3항에 의거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대학

교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전형 시행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ㆍ감독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부정방지 대책 수립 시행

2.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 통제

3.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

4. 입학전형의 사전ㆍ중간ㆍ사후 자체감사 실시

5. 기타 입학전형의 공정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책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입학홍보처장이 되고, 책임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학홍보팀의 직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4.02.01)

제4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자격제한) 자녀가 본 대학교에 입학지원 예정인 교직원은 당해 연도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책임위원

이 소집할 수 있다.

②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총장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

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써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

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세칙)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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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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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학발전기금위원회 규정

제정 2006.03.01.

개정 2008.09.05., 2014.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대학교 발전기금위원회(이하“위원회”)의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외부총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각 처장이 되며, 임명직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⅓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증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회계) ①조성된 발전기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 특별 운영ㆍ관리하고 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②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조(경비) 위원회의 활동 및 사업과 관련하여 비등록금회계에 경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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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학자체평가 규정

제정 2009.09.30.

개정 2013.11.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고등교육법」제11조의 2(평가),「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자

체평가의 실시)에 따라 한국국제대학교의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한국국제대학교의 자체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4조 (평가대상 및 영역) ①평가는 한국국제대학교 전 기관(학과, 부서, 부설기관, 부속기관)을 대상으로 함

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가영역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과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육ㆍ연구영역

2. 조직ㆍ운영영역

3. 시설ㆍ설비영역

4. 그 밖의 대학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역

제5조 (평가주기 및 시기) ①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총장은 필요한 경우「고등교육법」제11조의 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혹은 외부 경영컨설팅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연도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평가방법) 총장은 영역별 지표와 항목을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과 

항목별 평가등급 등은 따로 정한다. 

제2장 평가기구

제7조 (평가조직 및 인력) ①평가에 관한 총괄 업무는 기획처에서 담당한다. 

②기획처의 평가 세부수행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의 기획, 운영, 조정 및 관리

2. 평가 역량 강화

3. 평가 결과의 공시와 대학발전계획 반영

4. 평가영역과 반영비율 등 평가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제8조 (자체평가위원회) ①평가위원회는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600

여 연구위원과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 연구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

홍보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그리고 실무위

원은 팀장 이상의 행정직원을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인사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직과 직책에 따라 다

른 사람이 승계한다. 

⑤각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위원은 지표개발 등 종합적으로 기획ㆍ연구하는 기능을 수행

2. 실무위원은 실제 평가를 운영 및 실시하는 기능 수행

⑥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

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 (간사)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외부자문단) ①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을 포

함한 자문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②외부자문단은 학교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문 인사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외부자문단은 평가체계의 기획연구와 평가업무의 운영실무 전 과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④외부자문단의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 (평가계획 수립) 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가 정한 기본 계획과 세부 시

행계획에 따라 자료제출 기한을 정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자료 제출) ①해당 기관의 장은 적기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

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평가점수를 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평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수집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실시) 평가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하며, 사실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을 실사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 기획처는 평가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년도의 예산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예산에는 위원 수당, 회의비, 출장비 등 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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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평가결과의 공개

제15조 (이의신청) 기획처는 평가위원회가 심의한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에 사전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한 서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최종 결과에 반영

한다. 

제16조 제(평가결과 공시 및 활용) ①총장은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정보공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②총장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반영하여 대학발전 및 역량강화에 활용할 수 있

으며,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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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획연구위원회 규정

제정 2003.03.02.

개정 2008.04.01.

 2011.03.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중요 사항을 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획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한다. 

1. 종합 발전계획(교육ㆍ연구ㆍ재정ㆍ시설 등)에 관한 중요사항

2. 기구 조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급 및 업무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4. 홍보에 관한 중요사항

5.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③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제4조(임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특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과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

아 총장이 위촉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연구ㆍ심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한다. 

④분과위원회에서 연구ㆍ심의할 구체적인 사항들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분과위원회 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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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록)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엄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재임기간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

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03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11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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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외협력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12.03.01.

개정 2014.03.13.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대외협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본 대학교와 국외 학술기관간의 학문, 교육, 문화교류 및 산학활동, 우수 유학생 유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본교 교원 중에서 입학홍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5~10명으로 구성하

고, 입학홍보처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된다.

②필요에 따라 각 국가별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는 대외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정책 수립 및 장기발전계획 연구

2. 외국대학 연구기관과의 교류계획 및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3. 해외자매대학 개발 및 유지

4. 유학생과 관련된 중요사항

5. 해외대학과의 학생교환 및 학점교환 제도의 개발 및 심의

6. 교비 유학 장학생 심의 

7. 교직원 해외파견 선발관련 심의

8. 해외 인턴 및 기타 국제교류와 관련된 중요사항

9. 해외홍보대사 심의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607

14. 대학구조조정위원회 규정

제정 2014.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6조의 2에 의거하여 학생정원 조정, 학과신설 및 폐과 등 제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대학구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지명하는 4인으로 총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③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의 신ㆍ증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명칭 변경 및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3. 학생정원, 계열 및 학과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지원) ①위원회의 행정지원은 기획처에서 담당한다. 

②위원장은 관계 부서 및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

여야 한다.

제11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

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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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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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육봉사 활동 운영 규정

제정 2009.03.02.

제1조(목적)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요구되는 교과교육영역 중 교육봉사활동 과목

의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2009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및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개설시기 및 이수시간) 사범대학 학생은 교육봉사활동을 1~4학년 중에 지속적으로 실시 할 수 있고,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2~4학년 중에 지속적으로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수시간은 2학점 60시간 이

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학점인정 방법) 4학년 2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을 하고 교육봉사활동 실시 확인서를 담당교수

에게 제출하며 담당교수는 이를 심사하여 이수학점을 부여한다. 

제5조(이수절차 및 방법) ①교육봉사활동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

아 학생 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등하교 지도 그리고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는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가능학교 전체(유치원(단 보육시설 제외), 초중등교

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

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으로 한다. 

③교육봉사활동 기관은 학생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학이 선정할 수도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④교육봉사활동 실시 후 확인서 제출은 본교 소정양식(교무처 비치)에 의거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장의 확

인을 받아 담당 교수에게 확인서를 제출한다.

⑤담당 교수는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심사하여 성적을 부여한 후 성적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제6조(교육봉사활동 관리) 교육봉사활동 관리 주관 부서는 다음과 같다.

①교무처는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처리한다. 

②교직과정부 및 사회봉사센터에서는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및 기관을 안내한다.

③담당 교수는 교육봉사활동 종료자에 대한 심사, 성적 및 명단을 관리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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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활동 확인서

학부(과)명 학  번

성 명

개인

학년   (     )학년

단체 (     )외(   )명 

교육봉사내용

봉사 일시
  월 일 시~        월  

일  시까지
활동시간 (     )시간

  위와 같이 교육봉사에 참석하였기에 이를 확인 함.

200  년   월   일

 붙임 : 참석자 명단 1부. 끝

                          발급 기관명:                 (직인)  

확

인

란

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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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봉사센터 운영 규칙

제정 2012.09.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사업) 사회봉사센터는 학생들의 건전한 사회적 체험과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인재양성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고 대학 내 자원봉사 활성화와 봉사하는 대학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봉사활동계획 수립

2. 대외 봉사기관 및 단체의 관리

3.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활동 지원

4.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5. 기타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업무

제3조(조직) ①사회봉사센터장은 사회봉사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센터의 업무를 위한 사무직원을 

둔다.

②사회봉사센터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을 운영한다.

제4조(사회봉사단) 사회봉사단은 본교의 건학이념인 봉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대학 내 자원봉사

활성화와 사회에 봉사하는 대학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장은 봉사단을 대표하며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부단장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단장은 봉사부분별 전공학문과 연계한 자문단장을 둔다.

4. 학생단원은 모집공고에 따라 공개선발 하며 봉사부문별 팀장을 둔다.

제5조(운영위원회) 사회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회봉사센터장이 된

다. 

②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봉사센터 제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장 ․ 단기 기본계획

3. 기타 사회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소집 및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고,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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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정) 사회봉사센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은 본교의 교비 또는 기타 지원금으로 조달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9월 0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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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회봉사에 관한 규정

제정 2003.03.02.

개정 2011.03.02.

2013.09.03.

제1조(목적) 학생들의 인격형성과 봉사정신의 함양을 도모하고 봉사를 통한 사랑의 실천을 경험할 수 있도

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참여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조(대상) 2003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하며, 편입생 및 장애인(증빙서류 제출자)은 학칙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수를 면제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수할 수 있다.

제3조(개설시기 및 이수시간) 학부(과)의 특성에 따라 1~ 4학년 중에 개설할 수 있으며, 2학점에 30시간이

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학점인정방법) ①사회봉사를 마친 학기에 참가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며, 담당교수는 이를 심

사하여 학점 및 등급을 부여한다. 

②사회봉사기간은 2개 학기 이상의 기간으로 분할하여 활동한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인정시간 기준) 각종 봉사활동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한다.

제6조(등급부여) 사회봉사 시간에 따른 성적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7시간 이상 : A⁺   2. 36시간 : A°   3. 35시간 : B⁺   4. 34시간 : B°   5. 33시간 : C⁺
6. 32시간 : C°   7. 31시간 : D⁺   8. 30시간 : D°   9. 29시간 이하 : F

제7조(이수절차 및 방법) ①봉사기간 및 종류의 협의는 담당교수 또는 본인이 직접 봉사기관과 협의하거나 

또는 사회봉사센터에 협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②사회봉사 종류, 기간과 기관 선정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부(과)장 및 사회봉사센터와 의논하여 결

정한다.

③사회봉사 참석확인서 제출은 본교 소정양식(교무처 비치)에 의거 사회봉사대상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학

부(과)장에게 확인서를 제출한다. 

④학부(과)장은 사회봉사 참석확인서를 심사하여 성적 및 등급을 부여한 후 성적표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⑤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는 사회봉사는 해당학부(과)의 계획에 의해 참석확인서를 사전에 발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반드시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참석자는 성적평

가 결과를 수정하여 처리한다.

⑥기타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부각시켰거나 모범학생으로서 학교 및 사회봉사에 기여한 사실이 있을 

경우는 학부(과)장과 사회봉사센터장의 심의를 거쳐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사회봉사 관리) 사회봉사 관리 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무처는 사회봉사 학점을 처리한다.

2. 사회봉사센터에서는 사회봉사활동 인정 범위 및 기관을 안내하고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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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지도교수 및 학부(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봉사활동 종료자에 대한 심사, 성적 등급부여 및 명단을 관리한다.

㉯담당지도 학생들의 사회봉사 기간, 종류, 기관을 협의한다.

㉰단체 봉사활동 기간 중 순회를 통하여 활동 내용을 지도한다. 

제9조(인정범위 및 기관) 사회봉사활동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을 위한 봉사는 재활시설 및 관련분야

 2. 가정을 위한 봉사는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모자가정, 양로원, 육아원의 방과 후 학습 및 

생활지도, 야학 등의 관련분야 

 3. 시회복지법인 봉사는 경로당, 고아원, 어린이집 등 일손 돕기

 4.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는 실태조사 모니터(시장물가, 주택, 지역 환경, 지역교통, 청소년 유해환경), 선

거감시, 환경감시, 소비자 고발상담, 각종행사 보조, 공원관리, 컴퓨터교육 지원 분야

 5. 각종 노력봉사 활동은 농ㆍ어촌 일손 돕기, 수재민 피해복구 돕기, 기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

는 분야

 6. 교내 봉사는 학생처의 주선으로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각종 봉사활동

 7. 기타 학생처장 및 학부(과)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10조(사회봉사활동 확인)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봉사확인 : 관련기관장, 읍, 면, 동장

2. 가정을 위한 봉사확인 :  해당기관장읍, 면, 동장

3.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확인 : 해당기관장, 자치 단체장

4. 각종 노력봉사활동 확인 : 해당 이장 및 동, 읍, 면장

5. 교내봉사활동 : 학생처장 

제11조(참석확인서 제출시기) 사회봉사를 마친 학생은 참석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 1학기 제출기한 : 매 학년도  5월 31일까지

2. 2학기 제출기한 : 매 학년도 11월 30일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9월 0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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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제정 2011.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계획 등의 사항을 심의결

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생활·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시설·설비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의 상담·진로에 관한 사항

6. 장애학생 지원 개선·발전방안에 관한 주요 사항

7. 기타 장애학생지원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 센터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 밖의 위원은 장애학생이 다수

로 재학 중인 학과의 학과장 및 장애학생특별지원 관련 학과의 교수, 교직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회의

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제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출석위원은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하며, 간사를 별도로 둔다.

제7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학생지

원센터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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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03.03.01.

개정 2009.09.01.

개정 2011.06.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센터는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장애학생’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장애학생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 총장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대학생활 및 후생복지 지

원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2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6조(조직) ①이 센터에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센터장, 센터 운영에 필

요한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②이 센터에는 사회봉사자를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센터장) ①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업무) ①이 센터에서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3.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4. 취학편의 지원

5. 정보접근 지원

6. 편의시설 설치 지원

7. 교직원ㆍ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8. 장애대학생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학생 및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②이 센터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대학교 유관 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부서에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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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9조(설치) ①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계획 등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장

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 밖의 위원은 장애학생이 다수

로 재학 중인 학과의 학과장 및 장애학생특별지원 관련 학과의 교수, 교직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생활․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시설․설비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의 상담․진로에 관한 사항

6. 장애학생지원 개선․발전 방안에 관한 주요 사항

7. 기타 장애학생지원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2조(회의) ①위원회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회

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지원부서의 직원이 된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규정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학생교육복지위원회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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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규정  

제정 2009.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내 장애학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

조에 의한 장애등급을 받은 자)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학생 차별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장애학생 차별 사건 등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과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센터의 조직) ①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전담직원을 배치한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 업무를 전문상담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

할 수 있다. 

1.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생활․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상담․진로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지원 개선․발전방안에 관한 주요 사항 

6. 장애학생 차별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장애학생과 관련된 사항

제5조(장애학생교육복지위원회)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교육복지위원

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센터장, 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사무처장, 학생처장, 사회복지학과장, 교

무지원팀장, 학생지원팀장, 총무팀장, 시설계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센터장장이 되며,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규정의 개폐

 2. 장애학생 복지 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입학전형에 관한 건의사항

 4. 장애학생 차별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제8조(장애학생 차별 사건 처리) ①센터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3일 이내 사건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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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피해가 장애학생 차별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2. 반윤리적ㆍ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②센터장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총장은 센터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준수) 장애학생 차별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한 자는 피해자 동의 없이 일체의 자료를 타인

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621

연번 구성 확인 비고

1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위원장(센터장 겸직)

2 교무처장

3 입학홍보처장

4 사무처장

5 학생처장

6 사회복지학과장

7 교무지원팀장

8 학생지원팀장

9 총무팀장

10 시설계장

장애학생교육복지위원회

1. 관련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규정 “제6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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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부속기관

1. 중앙도서관 규정

2. 전산정보원 규정

3. 직장예비군대대 규정

4. 건강증진센터 규정

5. 성희롱ㆍ성폭력 및 성매매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6. 학생상담센터 규정

7.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8. 사회봉사센터 규정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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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부속기관

1. 중앙도서관 규정

제정 2003.03.02.

개정 2010.09.01.

2012.08.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대학교 중앙도서관(이하 “본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운영, 자료관리 및 열

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본 도서관은 국내외의 각종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본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교

육과 연구 및 학습 자료로 제공, 열람하게 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중앙도서관장) 본 도서관 및 산하 분관을 운영하고 관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장(이하 “관

장”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조직) ①본 도서관에는 수서ㆍ정리과, 대출ㆍ열람과를 둔다.

②수서ㆍ정리과는 출판물조사, 도서관자료의 선정과 구입, 자료교환, 분류 및 정리, 직인관리, 문서관리, 관

내 서무 및 도서관 예산의 회계를 관장한다. 

③대출ㆍ열람과는 도서관자료의 열람, 관외대출과 회수, 도서열람증의 발급과 회수, 통계, 서고정리, 서지

정보수집 및 제공, 제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의 2(기타 도서관과의 협력) 본 도서관은 타 대학도서관과 필요한 상호협동 계획을 수립, 협력할 수 

있다.

제3장 도서관위원회

제5조(도서관위원회) 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자문하기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관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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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자료의 선정과 구입 방침의 결정

3. 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 심의

4. 도서관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사무)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사무는 수서ㆍ정리과에서 관장한다. 

제4장 도서관자료의 수집과 교환

제10조(도서관자료의 종별) 도서관자료는 아래의 종류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1. 귀중도서, 2. 한고서, 3. 참고도서, 4. 특수도서, 5. 일반도서, 6. 연속간행물, 7. 비도서자료

제11조(수집자료의 종별) 본 도서관에 수집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수증자료, 3. 교환자료

제12조(구입자료) ①도서관자료의 선정 및 구입은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장이 집행

한다. 

1. 교직원이 학술연구 및 사무집행 상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자료 

2. 학생이 희망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는 자료 

3. 본 도서관이 선정하는 자료

②자료선정, 구입절차 및 등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수증자료) 수증된 자료는 다음 각 호에 의거 관리한다. 

1. 수증자료는 그 기증자명을 그 자료 및 등록원부에 기입하여 보관한다. 

2. 수증된 도서를 개인문고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

3. 수증된 도서의 선별, 등록 및 폐기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해서는 본 도서관 수증자료 처리 지침을 따

른다.

제14조(교환자료) 본교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은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 교환방법의 일환으로 해당 각 

기관에 발송할 수 있다.

제15조(교내 간행물의 납본의무) 본교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3부 이상을 본 도서관에 납본하

여야 한다. 

1. 대학, 대학원에서 발간한 논문집

2. 대학, 대학원에서 발간한 교과서 및 학술지

3.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발행한 일체의 간행물

4. 본교 교직원이 저작한 도서

5. 기타 본교에서 발행한 일체의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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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열람 및 대출

제16조(일반도서의 열람자격) 도서관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교직원 2. 본교 대학 및 대학원의 재학생 3. 특별회원 4. 관장이 특별히 허가한 자

제17조(열람증의 발급) ①재학생은 학생증으로, 교직원은 신분증으로 도서열람증을 대신하고, 기타는 본 도

서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서열람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 내규로 정한다. 

②발급받은 도서열람증은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으며, 대여 또는 분실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본인

이 진다.

제18조(귀중도서 등의 열람) ①본교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귀중도서 또는 특수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②본교 직원 및 일반인은 관장의 허가를 얻어 귀중도서 또는 특수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③본교 학생으로서 귀중도서 또는 특수도서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의 보증서를 관장에게 제출하

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대중도서와 특수도서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도서관 내규로 정한다. 

제19조(관외대출 제한 및 금지 자료) ①관외대출을 제한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

은 도서관 내규로 정한다. 

1. 참고도서 

2. 연속간행물 

3. 이용빈도가 특히 높은 도서

②관외대출을 금지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중도서 

2. 특수도서 

3. 기타 관장이 대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

제20조(관외대출 제한 및 금지 자료의 열람장소) 제한 도서관자료는 각 자료실의 실내열람을 원칙으로 하

며, 금지 도서관자료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제21조(관외대출 책수 및 기간) ①일반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한다. 

1.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0책 이내 2개월간

2. 직원 10책 이내 1개월간

3. 대학원생 10책 이내 15일간

4. 대학생 3책 이내 10일간 

5. 기타는 관장이 허가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외대출은 본 도서관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대출기한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로 한다. 

제22조(긴급회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외 대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의 퇴직, 정직 및 휴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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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직원의 3개월 이상 출장 시

3. 재학생의 휴학, 제적 및 퇴교 시

4. 졸업 및 수료예정자는 졸업 및 수료예정 20일 전까지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반납을 요구할 시

제23조(서고출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서고출입이 허용된다.

1. 본교 교직원

2. 관장의 허락을 얻은 자

제24조(개관시간) ①본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열람실: 평 일: 09:00~23:00, 토. 일요일: 09:00~23:00

2. 디지털자료실, 인문예술자료실, 어문학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 총류/학위논문실, 자연과학자료실 평 

일: 09:00~17:30

3. 연속간행물실, 전자정보실 평 일: 09:00~17:30

②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휴관일) ①본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국정 공휴일

3. 본교 개교기념일

4. 도서점검 및 폭서기간

②관장은 전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관 또는 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제재 및 변상

제26조(연체자에 대한 제재) ①재학생이 대출한 도서관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할 때는 책당 연체일수

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도서관자료의 대출을 정지한다. 

②교직원이 도서관자료를 대출하여 반납기한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이미 대출한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다

른 자료의 대출을 정지한다. 

③본 도서관자료를 무단 반출한 재학생 및 기타 이용자는 각각 해당 학과장 및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1년

간 도서관이용 및 대출을 정지한다. 

제27조(학적변동자에 대한 제재) 졸업, 휴학, 퇴학 및 제적 등의 학적변동자로서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아

니한 경우 관장은 교무처장에게 해당자의 제증명서 교부 및 발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퇴직자에 대한 제재) 본교 교직원으로서 재직 중 대출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 관장

은 사무처장에게 제증명서 발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인사사항의 통보) 교무처장 및 사무처장은 제2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기타 규정위반자에 대한 제재)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관계직원의 지시에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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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도서관 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하여는 관장은 일정기간 도서관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소속 학과장, 대학원장 또는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변상) 열람 또는 대출중인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

다. 

1. 기 대출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2. 동일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 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3. 동일자료나 유사자료로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원본 현시가의 2배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4. 특정자료의 변상은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5. 제3호 및 제4호의 변상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자료구입에 충당한다. 

제7장 비치도서관자료의 관리

제32조(비치도서관자료의 범위) 본교 각 학과, 부설연구소 및 사무실에는 다음의 도서관자료를 비치할 수 

있다.

1. 본 도서관에서 2부 이상 소장하는 자료이며, 다른 전공분야와 공통되지 아니하는 전문자료로서 관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2. 각 학과, 부설연구소 및 사무실에서 자체경비로 구입한 자료 

3. 각 학과, 부설연구소 및 사무실에서 수증받은 자료로서 비치 요구 자료

제33조(시설) ①각 학과 및 부설연구소에서 비치도서관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춤과 아울러 관리의 

확실성을 확인한 후 관장은 도서관자료를 대여한다. 

②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 학과 및 부설연구소에서 자체 부담한다. 

제34조(보존책임) 각 학과, 부설연구소 및 사무실에 비치한 도서관자료에 대하여는 그 부서의 장이 보관 책

임을 진다.

제35조(관리) ①비치도서관자료의 대여기간은 1년으로 하고 각 학과 및 부설연구소의 관리책임자는 1년에 

1회씩 자료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장은 필요에 따라 반납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지시를 할 수 있다.

②기타 비치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 내규로 정한다. 

제36조(분실 및 변상) 비치한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학과, 부설연구소 및 사무실의 

보관책임자가 제31조에 의거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8장 도서관자료의 제적

제37조(제적의 대상)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적할 수 있다.

1. 대출중 분실, 파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 

2. 파손 또는 훼손상태가 현저하여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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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성격상 합철 또는 분철되어 제적을 요구하는 자료 

4. 자료점검 결과 부재 자료의 소재가 5년이상 불명한 자료 

5. 학생에게 대출한 자료중 학생의 졸업, 제적 및 퇴학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자료 중 계속 독촉하

여도 5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자료

6.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제적사유가 발생한 자료

②기타 자료제적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 내규로 정한다. 

제38조(제적처리) 제37조의 제적사유가 발생한 자료는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어 제

적처리한다. 

제39조(재등록) 제3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제적한 자료라도 발견 또는 회수되었을 때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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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정보원 규정

제정 2003.03.02.

개정 2009.05.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제반 학내업무의 정보화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산정보원(이하 “전산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전산원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사ㆍ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정보처리 지원

2. 전산실습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

3. 국내ㆍ외 교육ㆍ연구 전산망 구축 및 운용관리

4. 정보처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장비의 조정과 관리

5. 산학협동 연구사업에 관한 지원

6. 기타 전산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3조(원장) ①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전산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관장하고 통할한다. 

③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부서) ①전산원에 전산운영실을 둔다.

②전산운영실에 업무별 담당을 둔다.

제5조(수당) 본 전산원 정보처리 요원에게 경력에 따라 기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전산원의 운영ㆍ정책ㆍ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장은 전산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

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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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산원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9조(위원회 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0조(재정) 전산원 운영비는 본교 예산과 학생의 실습비,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예ㆍ결산) 전산원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 회계 연도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전산정보원 이용

제12조(이용방법) 전산원 교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전산원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경비) 전산원 교육시설의 이용경비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

다.

제14조(외부 수탁업무) 외부 수탁업무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에 의한다. 

제15조(공개강좌) 전산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사고조치) 전산원 정보처리요원 외에 이용자가 컴퓨터 사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산원장 또

는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변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교내업무의 전산화

제17조(교내업무의 전산화 의뢰) 교내업무의 전산처리를 원하는 부서는 그 업무의 전산화에 필요한 사항 및 

일체의 경비를 산출하여 전산원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전산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산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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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예비군대대 규정

제정 2004.03.02

개정 2014.01.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학(직)중인 예비군을 예비군대대에 편성하여 국가유사시 적의 간접침

략과 파괴에서 향토 및 직장을 방위하며 자주국방의식의 배양을 위하며, 평상시 학업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예비군대대의 조직과 편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예비군대대는 한국국제대학교 직장예비군대대(이하“예비군대대”라 한다)라 한다. 

제3조(위치) 예비군대대는 경남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965(상문리) 본교에 둔다.

제4조(임무) 예비군대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교육훈련

②조직편성

③자원관리

④직장방호계획 수립

⑤기타 예비군대대의 목적에 부합되는 임무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예비군대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대대장: 1인  2.참모: 1인  3.직원 및 조교: 약간 명

제6조(대대장) ①예비군대대장(이하“대대장”이라 한다)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중에서 예비역“중위”이

상의 전역자 중에서 총장이 수임군부대장에 추천하여 임명하며, 참모는 대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

명한다. 

②대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예비군대대를 대표하고, 예비군대대를 통할하며, 참모는 대대장 유고시에 

업무를 대행한다. 

제7조(직원 및 조교) 제4조에 정한 직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3장 조직편성

제8조(편성대상) 예비군대대의 편성대상은 본 대학교에 재학(직)중인 학생 및 교직원 중 연차이내 자를 편

성 운영한다. 

제9조(편성기간) 학생예비군은 졸업 시까지, 교직원은 본교에 재직기간 중 예비군복무만료, 퇴직일까지로 편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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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원관리

제10조(전입신고) ①교직원은 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비군대원 신고서를 예비군대대에서 작성 제출하

여야 한다. 

②대학생의 경우 신입생은 입학일로부터 14일 이내, 복학생은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학과 및 예비군

대대에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미신고시 대대장 직권편성 조치함.)

제11조(전출신고) 예비군대원 중 졸업, 휴학, 제적, 자퇴, 퇴직 기타사항으로 대원 전출 시에는 14일 이내에 

예비군대대에 전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는 교무처의 학적변동 자 명부 확인을 통하여 대원을 전

출 처리한다. 

제5장 교육훈련

제12조(교육훈련) ①학생예비군의 교육훈련은 학사일정 및 훈련여건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부대와 학교 측과

의 협의하여 지휘관리 부대장 책임 하에 기본교육은 1학기 중이나, 하계방학 중에 보충교육은 2학기 중

에 실시한다. 

②교직원은 지역예비군의 훈련주기에 훈련일정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13조(훈련시간) ①학생예비군 및 교원의 훈련시간의 경우 1 ~ 6년차는 직업보호 훈련 8시간, 7 ~ 8년차 

이상은 편성은 유지되며 교육훈련이 비상소집으로 대체한다. 단, 유급자 및 졸업 유예자(현장심화재학 포

함) 등 정상학기 재학생이 아닌 예비군은 지역으로 전출 되어서 연차별 훈련시간을 적용받는다.

②직원의 경우 지역예비군의 훈련시간과 같이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4조(훈련연기 및 보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연기 및 보류를 원하는 대원은 훈련개시 1일전까지 

예비군대대에 교육훈련연기 및 보류원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훈련통보) 예비군대원의 교육훈련 자율참석을 위하여 교내게시판 및 학교방송, 학교신문 기타 홍보

수단 이용과 개인별 교육안내문을 학과사무실에서 개인에게 교부한다. 

제16조(교육훈련계획수립) 예비군대대장은 매년 12월중에 다음해 교육훈련계획을 교육훈련부대장과 협의하

여 훈련일정을 조정(수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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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증진센터 규정

제정 2003.03.01.

개정 2010.03.01.

제1조(목적)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 구성원인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대학 내에서 보다 건강한 생

활을 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 건강관련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치료, 건강 유지 및 증진, 교내 환경위생

관리, 효율적인 건강교육, 건강관련 정보 수집 및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설치한 한국국제대학교 건강증진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학 부속기관으로 건강증진센터를 둔다.

제3조(업무) 건강증진센터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환경위생관리 및 보건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

는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행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업무

2. 학생 및 교직원의 진료의뢰 업무

3. 대학 환경위생 관리 업무

4. 건강 상담 업무

5. 건강교육 및 건강지도 업무

6. 조직활동 업무

7. 건강관련 정보 수집 및 건강관련 연구 활동 등

제4조(센터장) ①건강관리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건강증진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통괄한다. 

제5조(직원) ①건강증진센터에는 약간 명의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직원은 건강증진센터장의 명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건강증진센터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교수 및 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강증진

센터장이 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 임ㆍ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증진센터 계획수립

2. 건강증진센터 관련 규정의 제정, 변경 및 폐지(안)

3. 기타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정) 건강증진센터의 재정은 교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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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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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희롱ㆍ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3.03.02.

개정 2008.03.05.

2014.04.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구성원을 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언어적(사이버 언어 포함) ㆍ정신적 ㆍ물리적인 성적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특정 성별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연구ㆍ고용 ㆍ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와 함께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다른 수단으로 피

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제22장, 제31장, 제32장 및 제38장 제339조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 

③ “성매매”라 함은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일컫는다.

④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대리인 포함)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제2장 적용범위

제3조(적용) 이 규정은 본교 모든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사건

에 적용된다. 

제4조(적용범위) "본교 모든 구성원"이라 함은 본교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교에 재직ㆍ

재학(휴직 ㆍ 휴학 포함)중인 교원(시간 강사 포함), 직원(계약직ㆍ용역직 포함), 학생, 교내에서 근무하

고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장 담당기구 

제5조(성폭력상담소) ①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본교 내에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②상담상담소 내에는 성폭력 담당 및 관련 업무, 성차별 개선을 위한 부서 등 업무효율을 위한 기타의 부

서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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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업무) 상담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응급 업무

3. 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예방을 위한 교내 ㆍ외 교육 및 홍보 

4. 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사건 및 피해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자료 발간

5. 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예방 관련 기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 사건의 가해자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전반적인 사항 

제7조(구성) ①상담소를 대표하고 상담소 전반의 업무를 총괄할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③상담소에는 전문상담원, 행정직원, 업무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재정 및 운영) ①성폭력상담소의 운영경비는 교비회계로 한다.

②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생처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학생처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9조(심의위원회) ①상담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의결하고, 상담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

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한국국제대학교 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센터의 사업ㆍ운영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1조(구성) ①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전임직원 및 재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교무처장

과 학생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추천직 위원의 1/2은 여성위원으로 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피해자 보호

제12조(피해자의 권리 및 비밀보장 의무 등) ①사건당사자는 사건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

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피해자는 사건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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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사건당사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

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피해신고 및 접수

제13조(신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상담센터에 한다. 

제14조(신고접수 및 심의위원회 회부) ①상담센터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피해당사자와 피신고인 및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

부 및 사건정황을 파악하는 면담을 할 수 있다. 

③피해자가 심의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조정을 원하지 않고 중재를 요청할 경우, 소장이 일차적으로 중재 

작업을 한다. 

④소장은 조사 및 심의가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

부한다. 

제7장 심의위원회

제15조(심의위원회)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심

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6조(기능) ①심의위원회는 상담소 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관련자(피해자, 가해자, 참고인)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를 조사한다. 

②심의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③심의위원회는 가해자의 성희롱 및 성폭력행위에 대하여 소장에게 징계내용과 징계수위 및 이 외의 조치

사항을 요청한다. 

제17조(구성) ①심의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통괄하며, 소장이 겸임한다. 단, 소장이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심의사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5인 이내의 심의

위원을 선임한다. 단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소집에서부터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8장 징계 및 조치

제18조(조치) 소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조처가 필요하다고 요청된 경우 다음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사건 공개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

분적 사건 공개를 할 수 있다.

2.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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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전적 피해보상

4.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및 각서

5. 이외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등

제19조(징계) ①소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사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징계기관에 징계를 요

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1. 교원 및 교직원 : 교원징계위원회 및 직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리

2. 학생 : 학칙에 의한 징계 처리

②소장은 징계가 의결된 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해자 공개실명사과

다만,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실

명사과를 할 수 있다.

2.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명령

4. 금전적 피해보상

③징계가 부결된 자에 대해서도 제2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성희롱, 성폭력 및 성매매 행위의 가해자를 방조한 자 또는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한 동조자

에게도 제2항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⑤가해자 일방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가중조처 및 가중징계) 가해자가 아래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를 하거나 혹은 징계기관에 가중한 징계를 재발의 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2. 가해자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상담센터의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피해자나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보복을 가한 경우

제2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3월 05일 개정 시행한다.(전면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4월 21일 개정 시행한다.(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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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상담센터 규정

제정 2012.04.1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센터는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

한다. 

제2조(목적) 이 센터는 본 대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자기성장을 이루게 함

과 아울러 이들의 심리문제에 대한 자문과 상담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이 센터에서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들의 인격형성 및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2.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해결과 자기성장을 돕기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3.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각종 검사활동 및 이에 관한 상담

4.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제공

5. 학생지도 및 학사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조직) 이 센터에는 센터장, 상담실장, 상담원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제5조(센터장) ①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상담실장) ①상담실장은 해당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②상담실장은 상담 또는 임상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유하고 상담심리사 2급 이상 또는 임상상담 관련 자격

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임상현장에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③상담실장은 상담 및 검사활동과 센터의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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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 ①위원회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요구

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지원부서의 직원이 된다.

제9조(센터 이용 학생의 권리 및 정보관리) ①센터는 이용 학생의 사생활과 비밀보호 권리를 보장한다. 

②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재 정

제10조(재정) ①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교 교비 및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센터의 연구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본 대학교 내 연구비 및 교외 각 기관의 연구비로도 충당할 수 있다.

③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0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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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제정 2012.04.1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센터는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장애학생’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장애학생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 총장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대학생활 및 후생복지 지

원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2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6조(조직) ①이 센터에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센터장,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②이 센터에는 사회봉사자를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센터장) ①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업무) ①이 센터에서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3.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4. 취학편의 지원

5. 정보접근 지원

6. 편의시설 설치 지원

7. 교직원ㆍ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8.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학생 및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②이 센터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대학교 유관 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부서에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44

제3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9조(설치) ①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계획 등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입학홍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 밖의 위원은 장애학생이 

다수로 재학 중인 학과의 학과장 및 장애학생특별지원 관련 학과의 교수, 교직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

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교수ㆍ학습 및 시설ㆍ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학생 지원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2조(회의) ①위원회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회

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지원부서의 직원이 된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0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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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생상담센터 규정

제정 2012.04.1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센터는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

한다.

제2조(목적) 이 센터는 본 대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자기성장을 이루게 함

과 아울러 이들의 심리문제에 대한 자문과 상담활동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이 센터에서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들의 인격형성 및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2.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해결과 자기성장을 돕기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3.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각종 검사활동 및 이에 관한 상담

4. 학생들에게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제공

5. 학생지도 및 학사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조직) 이 센터에는 센터장, 상담실장, 상담원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조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센터장) ①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상담실장) ①상담실장은 해당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②상담실장은 상담 또는 임상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유하고 상담심리사 2급 이상 또는 임상상담 관련 자격증

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임상현장에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③상담실장은 상담 및 검사활동과 센터의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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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규정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 ①위원회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요구

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지원부서의 직원이 된다.

제9조(센터 이용 학생의 권리 및 정보관리) ①센터는 이용 학생의 사생활과 비밀보호 권리를 보장한다. 

②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재 정

제10조(재정) ①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교 교비 및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센터의 연구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본 대학교 내 연구비 및 교외 각 기관의 연구비로도 충당할 수 있다. 

③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0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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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부설기관

1. 평생교육원 규정

2. 국제어학원 규정

3. 생활관 규정

4. 관광교육원 규정

5.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규정

6. 장애인스포츠지도자연수원 규정

7. 창업보육센터 규정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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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부설기관

1. 평생교육원 규정 

제정 2003.03.01.

개정 2010.09.08.

2011.08.10., 2013.05.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다 많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평생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평생교육원은 한국국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965(상문리) 본교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에 임차시

설을 둘 수 도 있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공개강좌 개설

②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③평생교육의 자료개발 및 보급

④연구지 및 소식지 발간

⑤학점은행제 운영 

⑥각종 평생교육 자격제도 운영 

⑦각종 민간자격제도 운영

⑧실버넷 운동 본부 지정 실버넷 교육 운영

⑨경상남도교육청 지정 교사직무연수 운영

⑩경상남도교육연수원 지정 교사직무연수 운영

⑪기타, 본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본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인

②평생교육원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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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행정지원팀장: 1인

④연구위원: 약간 명

⑤직원: 평생교육사 1인 이상

⑥조교: 약간 명

제6조(원장 및 부원장) ①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하고,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

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사무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②원장은 평생교육원을 대표하여 통할하며, 부원장은 원장 유고시에 업무를 대행한다. 

③원장, 부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원장은 본교의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행정지원팀장) ①본교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②본원의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위원) ①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②연구위원은 본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을 하여야 한다. 

③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직원 및 조교) 평생교육법 제26조에 의거 본교 평생교육원규정 제4조에 정한 직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두며, 조교를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①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은 원장 및 부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

로 한다. 

제11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록은 2인 이상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교육사업에 따른 계획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②설치과정 및 교과목 선정에 관한 사항

③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④기타 본원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4장 과정설치

제13조(학습기간) 본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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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학습일수) 본원의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지원자격)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

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ㆍ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선발방법) 본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

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도 있다.

제17조(과정설치 및 학습비 반환) ①본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②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본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80%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자에게는 총장 또는 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③자격증 교육과정의 수료자는 본교 또는 주체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에게 자격증을 수여한다. 

제19조(특전) 본교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하며, 학생편의시설 및 도서관을 출입할 수 

있으며 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5장 학습자 활동 및 장학금

제20조(자치회) ①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

를 구성할 수 있다.

②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제21조(학습자 활동의 금지) 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ㆍ농성 등 학

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22조(장학금) 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3조(회계연도) 본원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2월중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25조(수입원)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본교의 지원비

②수강생의 수강료

③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금

④사회 유지의 찬조금

⑤기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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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예산, 결산) ①본원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③제4조 사업에 따른 각각의 사업 결산 및 집행은 원장이 행한다. 

제27조(감사) ①본원의 당해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총장은 감사를 할 수 있다.

②본원의 당해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모든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익년 2월말까지 감사를 할 수 있다. 단, 국

비사업의 경우, 관할 관청의 감사를 필한 사업에 대하여는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감사인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28조(업무추진비) 평생교육사업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에 크게 기여한 교직원에게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장 교수업적평가 점수 반영 및 강의시수 인정

제29조(교수업적평가 점수 반영) 본원 운영프로그램 개발자와 책임교수 중에서 총사업비(총 수강료)가 인문

사회 300만원 이상, 이공계 500만원 이상 시에는 교수업적평가 시 본교 업적평가규정 및 평가편람 산정

기준에 의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30조(법정 기본시수 인정) 본교 교원 중 본원에 개설된 ‘학점은행제’ 강좌를 강의하는 교원은, 교무처에서 

법정 기본(책임)시수에 포함시켜 산정한다. (단, 외래강사의 강의료는 본교 학부과정의 외래강사 강의료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8장 수강료 할인 및 기타 기준

제31조(수강료 할인 기준) 수강료 할인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본교 교직원(교수, 직원, 조교): 50%

②①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30%(주민등록등본 사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1부 첨부)

③본교 외래교수 및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20%(재직증명서 1부 첨부)

④본교 재학생: 20%(재학증명서 1부 첨부)

⑤④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10%(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첨부)

⑥본교 졸업생: 20%(졸업증명서 1부 첨부)

⑦타대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10%(학생증 사본 1부 첨부)

⑧교원: 10%(재직증명서 1부 첨부) 공립유치원교사 포함

⑨부부등록: 10%(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1부 첨부)

⑩2회 이상 재수강 일반인: 10%

⑪2과목 이상 동시 수강자: 1과목 10%(수강료 높은 과정 우선)

⑫단체(10인 이상) 수강: 10% 추가 할인

⑬상기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 시, 할인율 높은 것 1개만 적용한다. 

⑭기타, 특이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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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타 기준) ①적정인원 미달과정은 폐강할 수 도 있다.

②공휴일 휴강 시, 보강을 원칙으로 한다. 

③본원의 사정에 따라 강의시간 및 장소 등이 조정될 수 도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09.0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08.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05.1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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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어학원 규정

제정 2008.02.28.

개정 2011.07.20.

2014.01.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설 국제어학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제어학원은 본교 내에 설치하며, 총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 또는 국외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

다.

제3조(사업)국제어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어 교육 및 외국어 교육

2. 어학교재 및 출판물 간행

3. 어학교육 관련 사업

4. 기타 국제어학원의 목적에 기여하는 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국제어학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1. 국제어학원에는 원장 및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2. 국제어학원에는 국제어학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3. 국제어학원에 외국인의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외국인 관련업무 전담 직원을 두며, 전담직원의 임무와 

책임은 따로 정한다. 

제5조(임명) 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원장은 국제어학원을 대표하고, 국제

어학원의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국제어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1.위원회는 원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5~10명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며, 국제어학원의 업무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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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여 회의를 관장한다. 

6.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국제어학원의 대내외 사업에 관한 사항

㉯수업 및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제어학원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제3조의 사업에 관한 중대 사항 

㉲기타 국제어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강사) ①국제어학원의 강사는 원장이 위촉한다. 

②국제어학원의 강사는 학사학위 이상의 관련 전공 학위 소지자로 한다. 

③국제어학원의 한국어교육은 한국어교원 유자격자를 채용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한국어교원 유자격자가 

아니더라도 국어 및 한국어교육 경력 우수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제3장 학사운영

제8조(교육과정) ①국제어학원의 교육과정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강좌, 본교 재학생을 위한 외국어강좌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그 외 어학교육에 필요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본교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제9조(등록) 국제어학원의 강좌 수강을 원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수강료를 납

부하여야한다. 

제10조(수료) 매학기 해당 과정에 따른 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하며, 통산 시험성적이 70% 이상,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11조(출석) 출석은 학기당 합산하여 계산한다. 당해 학기에 지각 5회(수업시간 단위)는 결석 1일로 간주

하며, 무단 결석일이 7일 이상이면 유급, 14일 이상이면 퇴소한다. 

제12조(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퇴소하며 출입국관리법(제19조의 4)에 따라 그 사실을 법무부(출

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한다. (개정 2014.01.14.)

1. 징계에 의한 자

2. 불법ㆍ부당행위에 의한 자

3. 입학 및 사증 발급 관련 서류가 허위이거나 위조인 자

4. 출입국관리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여 강제출국 사유가 발생한 자

5. 질병, 학습 부진 및 학업생활 불량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6. 기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자

제13조(장학) 1년 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성적, 학업생활, 출석률, 학업 성취도 등을 통하여 최우수상, 우

수상, 장려상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제14조(어학연수비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어학원 어학연수비 환불규정에 의하여 어학

연수비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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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학습 부진 및 학업생활 불량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 불가피한 사유로 영구 귀국하고자 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

3.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자 

4. 개인적인 사유로 대한민국 입국을 포기한 자

5.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15조(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사항) 어학연수를 위하여 허가 받은 입국사증(D4)로 취업하는 것은 불법행

위이며, 그 외의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국제어학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단체 가입 등 교

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국제어학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제어학원 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이 때 당사자의 의견 청취가 본인의 거부나 기피 등으로 불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 국제어학원장은 국제어학원의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 사업 년도 1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17조(사업결과 보고) 국제어학원장은 국제어학원의 당해 연도 사업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

년도 사업 개시 후 1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8조(재정) 국제어학원의 재정은 본 대학의 교비로 귀속하여 처리한다. 

제19조(회계연도) 국제어학원의 회계연도는 한국국제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기타) 본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한국국제대학교 규정에 따르고, 한국국제대학교 규

정에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2012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2014년 0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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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관 규정

제정 2010.01.01.

개정 2010.01.01.

 2011.08.01., 2014.03.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대학교 제1ㆍ2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01.)

제2조(설치목적)  생활관은 관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의 체험을 통하

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바지한다. 

제3조(개ㆍ폐관기간)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개학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 및 대학의 요청이 있을 경

우 하계ㆍ동계방학 기간에도 개관한다. 그리고 학생처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ㆍ폐관 기

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임시 폐관할 수 있다.(개정 2014.03.01.)

제4조(이용제한)  생활관 시설의 이용은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에 한 한다. 다만, 본 대학교의 교육목적에 부

합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아닌 단체나 개인에게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고 관리비 납

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생활관 활동)  효율적이며 질서 있고 명랑한 공동생활을 꾀하고 상호 학문적 탐구와 인격도야를 위한 

관생의 활동은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4.03.01.)

제6조(시행세칙) ①운영 규정에 필요한 세칙은 학생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3.01.)

②관생수칙 및 내규는 모든 관생에게 적용되며 생활관 시설이용을 허가 받은 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장 생활관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제8조(구성) ①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홍보처장, 사무처장, 당

연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학생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승인할 수 있으며 간사는 생활관 학생

지원팀장이 한다. (개정 2014.03.01.)

②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9조(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생활관비ㆍ식비 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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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조직

제11조(조직) ①본 생활관의 장은 학생처장이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03.01.)

②본 생활관의 체계적 관리 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임무) 학생처장은 소속 직원을 관리하고 관생을 지도하며 생활관 운영 전반에 관한사항을 관장한다.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13조(입사자격) 본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교 신입생 , 재학생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학생 

및 교수) 및 연수생, 특기생 등의 입사 자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선발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제16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원거리 거주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2. 학업성적 우수자.

3. 신체적 조건으로 통학이 극히 불편한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

4. 기타 총장의 입사 허락을 받은 자(예: 외국인 유학생, 국제어학원생, 특기생 등)

제15조(선발절차) ①생활관 관생 선발은 학기 단위로 실시한다. 

②학생처장은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한 후 본인에게 입사를 공지한다. 

제16조(입사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생활관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휴학 중인 자.

4. 법정 전염병이 있는 환자나 전염질병의 우려가 있는 자.

5. 기타 단체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등록) 입사 통보를 받은 자는 입사등록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입사등록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사허가를 취소한다. 

제18조(퇴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학생처장은 퇴사 처리한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생활수칙 위반으로 학기 당 벌점이 15점 이상 초과한자.

3. 생활관비, 식비, 관생자치회비 미납자.

4. 법정전염성(병) 환자.

5. 휴학한 자.

6. 기타 단체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퇴사절차) ①재사기간의 만료 또는 자의에 의하여 퇴사하거나, 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 결정일

로부터 2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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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퇴사 시 에는 행정직원 입회하에 공용비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호실 열쇠를 반납 하여야 한다. 

제5장 정원

제20조(정원) ①생활관 정원은 남학생, 여학생층으로 구분한다. 

②생활관 모집정원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적정하게 선발하며 정원은 학생처장이 정 한다. 

제6장 경비

제21조(경비부담) 생활관 기본시설의 유지ㆍ보수경비 중 생활관 운영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 및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방역비ㆍ소모품비, 인터넷 사용료, 유선방송 수신료 등 일반 공과금은 학생

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납부금 및 환불금) ①생활관생은 관리운영비, 식비, 자치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②학기 중 퇴사자에 대하여 관리운영비, 자치회비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경과일수

에 따라 관리운영비를 환불할 수도 있다. 그 기준과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납부시기) 관리운영비, 식비, 자치회비는 학기를 기준으로 일시불 납부 한다. 

제24조(납부금의 용도) ①관리운영비는 생활관 관리ㆍ운영 및 시설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②식비는 급식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충당한다. 

③관생자치회 회비는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충당한다. 

제25조(예ㆍ결산) 생활관의 예ㆍ결산은 본 대학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6조(회계연도) 생활관의 회계는 본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생활관 관생자치회) 생활관 내 질서유지, 환경정화, 자율적인 공동생활 등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

여 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은 학생처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관생자치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관생자치회의 운영은 관생자치회의 

회칙에 의한다. 

2. 관생의 후생복지를 위한 활동.

3. 관생을 위한 건전한 생활관 문화 활동.

4. 관생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제28조(진주학사 운영) 삭제 (개정 2014.03.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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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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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교육원 규정

제정 2002.03.05.

개정 2008.05.01.

2011.10.18.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한국국제대학 부설 관광 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외여행인솔자교육기관지정 및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요령(개정 

2011.10.1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37호)의 개정사항을 준수하고,)문화관광부에서 본 대학을 국외

여행인솔자 양성 및 소양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바, 이에 관련한 학사업무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며, 기타 지역관광인적자원의 위탁교육프로

그램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구성) 본 교육원의 조직구성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원장1명: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교육원의 제반 업무를 총 괄 한다. 

②운영위원회 약간 명: 운영위원은 본 대학 관광 관련학과 교수를 당연직으로 하며 교육원 의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③실무담당자 약간 명: 실무담당자는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과정) 본 교육원내에 해외여행인솔자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 해외여행 인솔자소양교육과정(이하 소

양교육과정)을 둔다. 기타 관광전문 인적자원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위탁 교육과정

제5조(모집정원) 각 과정별로 기수를 정하여 모집하며 기수는 지원자의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1기수의 

학생 수는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정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과정별 모집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양성과정: 기수별 50명 이내

2. 소양교육 과정: 기수별 50명 이내

제2장 교육시간

제6조(총 교육시간)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기수별 총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양성과정: 문화체육관광부 법정시간(80시간)이상

2. 소양교육과정: 문화체육관광부 법정시간(16시간)이상

제7조(1일 교육시간) 본 교육원의 1일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과정 1일 2 시간이상

2.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과정 1일 3시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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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양성과정 지원 및 등록

제8조(지원자격) 본 교육원의 양성과정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원생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관광관련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3.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제9조(지원조건) 본 교육원의 양성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본 교육원이 발행하는 소정의 원서에 다음

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광관련 학교 졸업증명서(전문대학 이상일 경우는 졸업예정증명서)

2. 최종학교 성정 증명서

3. 단, 여행업체 6개월 이상 실무 경력자는 소속여행업체의 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 6개월 이상의 근로소득 납입증명서를 별도 첨부할 것.

제10조(선발) 교육원생의 선발은 관광분야 졸업자의 경우는 내신 성적 우선순위를 원칙으로 하며 여행업체 

근무경력자의 경우는 경력 및 국외여행 경험을 우선순위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1조(허가) 양성자 과정의 교육 허가는 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 한다. 

제12조(등록) ①본 교육원에 교육원생으로 허가된 자는 본 교육원이 발행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성과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등록 시 소정의 교육비를 납부한다. 

제4장 소양교육과정 지원 및 등록

제13조(지원자격) 본 교육원의 소양교육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관광 진흥법 

제16조 및 동법시행 규칙에 의한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국외여행1회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14조(지원조건) 본 교육원의 소양교육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본 교육원이 발행하는 소정의 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여행업체의 장들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납입 증명서(합계 연한이 총2

년 이상)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선발) 소양교육자의 근무연한 및 국외여행 경험에 따라 선발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6조(허가) 소양교육과정 지원자의 최종허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7조(등록) ①본 교육원에 교육원생으로 허가된 자는 본 교육원이 발행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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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양교육 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등록 시 소정의 교육비를 납부한다. 

제5장 등록의 취소 및 제적

제18조(등록의 취소 및 제적) 본 교육원의 교육생으로 다음에 해당할 경우 운영 위원회의 전원 합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등록 취소 및 제적을 시킬 수 있다.

1. 언행이 불량하여 해외여행 인솔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출석률 80% 미달 자

제6장 교과목 및 교육

제19조(교과목) 교과목은 교육과정별 문화관광부의 지정과목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성자 과정

㉮기본 교재에 의한 전공: 50~55%

㉯외국어회화: 25~30%

㉰기타 소양과목: 15~25%

2. 소양 교육과정

㉮관광 진흥법, 여권법, 출입국 관리법, 관세법령 등

㉯여행서비스, 국제예절, 항공실무 등

㉰국외여행인솔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기초회화 등

제20조(교과목 이수의 단위) 교과목 이수단위는 과목별 단위로 문광부 법령을 준수한다. 

제21조(교육) ①양성자 과정의 교육은 공휴일의 결손 수업은 보강으로 대신하며, 문광부의 법정시간을 준수

한다. 

②소양 교육과정은 총 5일간이 교육일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별 교육일정을 정 한다. 

제7장 성적평가 및 자격부여

제22조(평가) 성적평가는 교과목별 특성에 따라 양성자 과정은 2회 이상, 교양 교육과정은 1 회 이상 제23

조(성적)평가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제23조(성적) ①성적은 교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출석상황(20%), 평소 학습성적, 과제(20%) 

및 시험성적(60%)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교과목별 이수 요건은 A(90점 이상),B(80~90점),C(70점 이상),D(60점 이상),F(60점미만)의 5개 등급으

로 나누며 D등급 이상을 이수 요건으로 한다. 

제24조(출석) 출석은 문화관광부 기준 출석률 80% 이상의 미달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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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자격증의 부여)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을 부여한다. 

제26조(표창)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 활동을 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자격인정의 취소) ①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 관청으로

부터 국외여행인솔자의 불법, 부당행위로 인한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취소 등의 요청(단,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 인정증 첨부)이 있는 때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결과를 각 등록관청에 보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 인솔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관광 진흥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 행정처분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8장 운영위원회

제28조(구성) ①운영위원회는 교육원장 1명, 관광관련학과 교수 3명을 당연직으로 하며,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되며 운영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간사는 운영위원 중 원장이 지명한다. 

제2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한다. 

제3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수선정 및 기수별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4. 운영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운영규정의 보완에 관한 사항

6. 기타

제9장 재 정

제32조(재원) 교육원의 재원은 양성과정 및 소양교육과정, 또는 외부 위탁교육 프로그램 등소정의 교육비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일치한다. 

제34조(예산 및 결산) 교육원장은 회계연도의 예산계획 및 집행에 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

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35조(시설, 기자재 및 자료) 교육원의 모든 시설, 기자재 및 자료의 관리와 이용에 관하여는 대학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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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세칙)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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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규정

제정 2003.03.0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수원은 학교법인 일선학원이 유지 경영하는 한국국제대학교 부설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

(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2조 제2항과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수원 설치 및 운영) 본 연수원은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학과법

인 일선학원ㆍ한국국제대학교 부설 기관으로 설치하며, 동 규칙 제9조에 의하여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의

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4조(직무) 본 연수원은 연수원생(이하“연수생”이라 한다)에게 체육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소양

과 지도능력의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 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원장) ①연수원에 연수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체육관련 분야를 전공한 본 대학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원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조직) ①연수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 1인을 두며, 체육관련 분야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

이 임명한다. 

②부원장은 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연수원에 연수부와 행정실을 두며 부서장은 전임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보한다. 

제7조(행정실)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원 관리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서관리

3. 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관리

4. 예산회계 및 결산

5. 시설물의 유지관리

6. 물품구매자 조달

7. 대ㆍ내외 행사계획 및 진행업무 총괄

8. 사업추진 및 실적평가

9. 피교육자의 후생관리

10. 기타 원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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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수부) 연수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교육계획 수립과 교육진행

2. 연수생 등록 및 학급편성

3. 학적관리와 제증명 발급

4.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5. 교육용 기자재 관리

6. 교과목 편성 및 조정

7.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8. 강사선정 및 초빙

9. 교육결과의 분석 및 평가관리

10. 연수위탁교육 및 상담

11. 기타 연수에 관한 사항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연수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원장이 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연수원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하는 자가 된다.

⑥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수원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연수계획

3. 교과과정 편성 및 강사선정

4. 연수대상자 선정

5. 수료자 사정

6. 예산회계 및 결산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소집)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소집 시에는 적어도 회의 2일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시간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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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 및 제의사항

4. 의결사항

5. 기타사항

제14조(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특별히 본 규정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긴급처리) 위원장은 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

고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이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연 수

제16조(모집공고) 원장은 연수시행일 30일 전에 장소, 연수과목, 연수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신청) 연수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지도자연수원에 연수 접수를 하고, 본 연수원에서 

심사 후 승인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제18조(연수생자격) 3급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의 연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체육진

흥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9조(연수생선발)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생을 선발한다. 

제20조(연수과정 및 교과) ①연수과정은 3급 생활체육지도자 과정과 특별과정 및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 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②각 연수과정의 교과과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수원장이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연수계획) ①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계획을 변경하거나 연수원의 신설 등으로 연수계획 제출에 차질이 생

길 경우 연수 개시 30일 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연수기간) ①3급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의 연수시간은 각 60시간 이상으로 하되, 문

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이를 정한다. 

②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 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연수과정에 대한 연수시간은 당해

과정의 내용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5장 평 가

제23조(시험) 연수생의 교육성과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수 중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출제와 채점은 강의 담당 강사가 실시한다. 

2. 성적은 소정서식에 의하여 채점일람표를 작성하고, 별도의 학적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근태평가는 출ㆍ결석, 연수태도, 규율준수 등에 관하여 원장이 정하는 근태 평가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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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배점) 각 과정별로 학업성적의 총점과 각 과목별 배점은 원장이 정한다. 학과시험과 근태평가의 비

율은 학과 80%, 근태 20%로 하고 학과시험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실습을 겸할 때에는 필기시험 50%, 

실기시험 50% 비율로 한다. 

제6장 수 료

제25조(수료자격) 연수생의 수료자격은 총 연수시간의 90/100 이상을 수강한 자로서 필요한 경우 원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26조(수료자 사정) 원장은 수료일람표를 수료일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수료자 사정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수료증 교부) 본 연수원에서 소정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28조(연수결과 보고) 원장은 연수과정별 결과를 연수종료 후 30일 이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상 벌

제29조(표창) ①원장은 연수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표

창을 할 수 있다.

②표창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최우수상 2. 우등상 3. 공로상

제30조(제적처분) 원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수생에 대하여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원장은 제적여부를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며 교육 분위기를 해치는 자

2. 학력이 열등하며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학칙에 위배하여 연수생들의 지탄을 받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시간의 10/100이상 결석한 자

5. 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자

6. 기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제8장 보 칙

제31조(재정) 연수원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수익자 부담금으로 한다. 

제32조(규정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

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시행세칙) 연수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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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스포츠지도자연수원 규정

제정 2011.03.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수원은 한국국제대학교 부설 장애인스포츠지도자연수원(이하“장스연”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2조 제2항과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수원 설치 및 운영) 본 연수원은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여 한국국

제대학교 부설 기관으로 설치하며, 동 규칙 제9조에 의하여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

로 운영한다. 

제4조(직무) 본 연수원은 연수원생(이하“연수생”이라 한다)에게 체육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소양

과 지도능력의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구성) 연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원장: 1명

2. 운영위원: 5명 이내

3. 연수원 조교: 1명(특수체육교육과 조교 겸직)

제6조(임명) ①원장은 본 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학과장이 겸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육을 전

공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②운영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③연수원 조교는 총장이 위촉한다. 

제7조(직무) ①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연수원 업무를 총괄한다. 

②원장의 임기는 특수체육교육과 학과장의 임기와 같이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은 제3조 각호의 사업 및 연수원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지원한다. 

④연수원 조교는 원장의 명을 받아 연수원의 연수활동을 보좌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전임교원 중에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74

1. 연수원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연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수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특별히 본 규정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긴급처리) 위원장은 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

고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이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 (재정 및 회계) ①연수원의 재정은 연수원의 사업 활동으로 인한 수익금 및 기타 연수원에 입금되는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국고 지원금을 제외한 기타 수입금의 회계는 연수원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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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업보육센터 규정

제정 2004.03.01.

개정 2007.05.01.

2007.12.01.,2008.04.01.,2009.07.01.,2010.10.0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ㆍ설립) 이 센터는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부설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센터는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교수, 연구원의 창업의지를 고 취하고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을 수행한다. 

1. 유망벤처기업 발굴 및 보육 

2. 교내 실험실창업 지원 및 보육

3.창업교육과정 및 산학협동 지원체제 구축 

4. 보육 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마케팅, 세무 등 종합지원

5.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6. 센터 발전기금 유치 및 국제벤처기금 운영지원

7. 재학생(학부, 대학원) 창업지원 및 창업 동아리 지원

8. 기타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위치) 센터는 본교 내에 둔다.

제5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지원사업"이라 함은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의 제공, 공동기자재 활용, 자금의 알선, 경

영, 기술 및 세무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

한다. 

2. "입주자"라 함은 센터와 입주계약을 맺은 창업자를 말한다. 

3.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보육 지원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당초 계획한 사업을 완료함으

로써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어 실제적 인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퇴거"라 함은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지정자(센터)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

스로 센터를 출소하는 것을 말한다. 

5. "실제 입주일"이라 함은 입주자가 필요한 장비 및 사무집기류 등을 센 터에 설치하여 입주하는 날을 

말한다. 

6. "성공부담금"이라 함은 센터에 입주한 입주자가 자립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성공기업으로 성장할 때 일

정금액을 대학발전기금으로 기부 또 는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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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 직

제6조(구성) 센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1명

2. 매니저: 약간 명

3. 운영위원: 센터장과 내ㆍ외부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다. 

4. 행정직원: 약간 명

제7조(임명 및 임무)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장

의 승인을 득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센터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2. 운영위원은 센터의 제반주요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3. 행정직원은 센터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4. 전자상거래 사업지원운영요원은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및 개발을 지원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위원회는 센터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본 대학 전임 이상 교수 중에서 선발하며, 매니저를 간사로 임명한다. 필요에 따라 

관련전문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 및 졸업, 퇴거에 관한 사항

3. 창업보육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4.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학기별로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자격상실) 센터장과 운영위원이 본 센터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계약 또는 고용계약이 체

결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센터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하게 된 입주업체의 기술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사항을 입주업체의 이익에 반하여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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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정) 센터 재정은 입주기본부담금, 정부 및 각종 단체보조금, 입주자 성공부담금, 교육비, 부대수입 

등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입주업체 선정 및 지원

제14조(입주 부적격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3. 공해유발업종 영위자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입주신청) 센터에 입주를 원하는 자는 센터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16조(입주 대상자) 센터의 입주선정기준은 센터에 입주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우선 입

주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입주대상자 심사평가표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자

2.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 또는 영위하는 자

3. 운영위원회(선정위원)에서 사업성 또는 기술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입주자 선발) 입주업체 선발은 입주대상 심사평가 기준 표에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거 조사, 심의하

며 동일한 평점일 경우 규정된 우선순위를 따라 선발한다. 

제18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①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 승인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입주예정자는 지정(계약서상)된 입주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입주를 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의 지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일 5일전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새로운 입주날짜를 배정 

받아야 한다. 이때 최초의 입주지정일로 부터 30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제19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실제 입주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입주 할 

수 있다.

②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30

일전까지 서면으로 입주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입주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입주자에 대해 심의를 거쳐 계약 만료일 15일전까지 연장 여부

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20조(입주승인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승인을 받았으나 입주지원신청서 내용에서 허위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연장이 승인된 입주자의 입주 부담금은 재계약서 작성 시 변동될 수 있다.

제21조(입주부담금 등) ①센터는 입주자에게 운영 시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678

②입주부담금의 납입방법 입주계약서에 따르며, 센터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성공부담금의 납입방법은 입주계약서에 따른다.

④입주자는 계약서에 따른 조건으로 제세공과금과 입주기본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규정 준수) ①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

을 경우 센터는 사안에 따라 시정 및 경고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거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시설지원) 센터는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며 입주

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의 허가를 얻어 대학 내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정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경영, 기술지도) ①센터는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와 세부기술 분야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입주자의 희망에 의하여 개설된 지도 및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부

담시킬 수 있다.

제25조(사후관리) 센터는 졸업자에 대하여 지도 및 교육, 정보제공, 마케팅, 자금알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졸업 및 퇴거

제26조(졸업)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시킬 수 있다.

1. 입주자가 제품개발 및 사업성공으로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우 

2.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27조(퇴거) ①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

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 노력을 태만히 하여 진전이 거의 없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 외의 사업운영 및 사용을 하

는 경우

2. 입주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센터의 제 규정 및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5. 기타 창업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업무협조가 잘 이행되지 않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치 않거나,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

은 경우 센터장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보증

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하거나 정산결과 그 금액이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입주자가 납입을 하도

록 한다. 

③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20일전까지 퇴거의사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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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이 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

주보증금에서 정산, 환급처리 할 수 있다.

제5장 사업계획의 추진 및 변경

제28조(사업계획추진) ①입주자는 입주기간동안 연 2회(전반기, 후반기) 1주일이내에 센터장에게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대로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

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③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 한다. 

1.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여부

2. 당초 사업계획과의 부합 여부

제29조(변경승인) ①계약이후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하지 못한다. 부득이 다음과 같은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에 따르는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이 때 변경 후에도 당초 계약기간에는 변함이 없다.

1. 상호, 대표자의 변경

2.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의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5. 개발기술 또는 시제품 품목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계획서 및 사유서

2.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0조(중간평가) 입주자에 대한 중간평가는 입주기간 내 연 1회 실시하며, 창업품목과 관련된 기술성, 사

업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다음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기업경영 현황 자료

2. 기술개발에 대한 자료

3. 기타 센터가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장 시설관리

제31조(관리대상 시설의 범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관리대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내에서 입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2. 개별 입주실

3. 공동이용 공간

4. 공동이용 설비

제32조(입주시설의 관리자) 입주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센터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



680

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제33조(시설의 사용) ①입주자는 센터의 시설관리에 공동참여의식을 가지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공동이용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정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대학의 시설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①입주자는 작업장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②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한 자는 졸업 또는 퇴거 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5조(손해배상) ①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손상(화재, 파손, 망실 등)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공동이용설비는 담당직원의 통제 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향후 발생하는 안전

사고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③입주자는 개별입주실의 보안, 도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입주자가 책임을 진다.

④입주실 출입문의 열쇠는 입주자와 센터가 각각 보관한다. 

⑤입주자는 센터의 방재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입주자가 일주일 이상 입주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센터에 서면으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의 위

반에 따른 불이익은 입주자가 책임을 진다.

제7장 운영관리

제36조(청소 및 위생) 청결 및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실 및 입주자 소유물에 대한 청소를 해당 입주

자가 정기적으로 한다. 

제37조(입주자 금지사항) 입주자는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책임

은 입주자가 진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기타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

치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2.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

4. 도난 또는 화재발생 요인의 방치

5.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손, 오손하는 행위

제38조(사업상의 문제) 입주자와 거래처간의 사업상의 문제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주업체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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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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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부설연구소

1. 다문화연구소 규정

2. 사회과학연구소 규정

3. 기능성생물소재연구소 규정

4. 문화관광외식연구소 규정

5. 건축기술연구소 규정

6. 강우문화연구소 규정

7.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8. 방사선융합기술연구소 규정

9. 한식문화연구소 규정

10. 방재기술연구센터 규정

11.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규정

12. 산업디자인센터 규정

13. 지역경영연구소 규정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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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부설연구소

1. 다문화연구소 규정

제정 2011.03.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국제대학교 부설 다문화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다문화인의 복지 분야의 전문적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다문화인의 복지전반에 관한 연구와 자료개발

2. 다문화인의 복지관련 전문가의 연수, 학술 세미나 개최 및 연구논문집 발간

3. 관련 규정에 따른 교내외 연구 프로젝트 수행

제2장 조 직

제5조(기구)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연구소 임원을 둔다.

제6조(소원) 본 연구소 소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7조(연구원, 명예소원)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인사 중 연구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과 명예소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과 명예소원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

한다. 

제8조(가입) 본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임원) 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소장: 1 명

2. 운영위원: 5명 이상 15명 이내

제10조(선임 및 임기) 본 연구소 임원의 선임과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1. 소장은 본 대학교의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임무) 본 연구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통괄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달성 에 필요한 중

요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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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회 의

제12조(회의) ①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하고,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소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소집) ①정기총회는 매학기 초에 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②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의장)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5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정개정(안)

2. 임원회가 부의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임원회 의결사항)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

2. 사업계획의 수립

3.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재 정

제17조(경비) 본 연구소의 경비는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기부금 및 기타 본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예ㆍ결산) 본 연구소의 연간 예산과 결산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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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2003.12.20.

개정 2005.12.30.

2008.12.15., 2011.12.15

「사회과학연구」는 행정학, 법학, 경영학 등 전반적인 사회과학 연구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

여하기 위해 경영 및 사회과학 분야의 독창적이고 사회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논문(일반논문, 연구서평 등

을 포함한 모든 창조적 학술연구 성과를 말함)을 발행하는 한국국제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소보

로 정기간행 전문학술지이다. 「사회과학연구」논문심사 편집규정은 연구소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과학연

구」에 기고한 논문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 편집, 발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국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사회과학연구」(Social 

Sciences Journal)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2조(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논문집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 연구소 

내에 사회과학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각 1인의 위원장과 편집이사 및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연구소 총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을 겸한다.

③편집이사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 및 학과(부)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⑤위원장의 임기는 한국국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내규에 의거, 선출시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편집이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권한ㆍ의무) ①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투고 논문 심사

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종 게재여부 판정, 게재 순, 논문집 발행 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

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②편집위원은 논문집의 편집을 통해 연구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연구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

을 다하여야 한다.

③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투고, 게재 및 심사

제5조(투고) ①원고는 전자우편 등으로 수시 접수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원고가 본 연구소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②연구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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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연구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게재) 본 연구소 회원은 사회과학연구소에 연구논문, 연구보고, 논평, 서평 및 기타 기사을 적절한 심

사 절차를 거쳐 게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소 회원이 아닌 자와 공동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심사) ①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 전공영역에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한다.

②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③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되, 매년 각 권 전체 심사위원의 명단은 마지막 호(제

2호)에 공개한다.

④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8조(심사료와 게재료) ①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게재불가”로 

판정되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②투고논문이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발 행

제9조(학회지 발행횟수) 본 연구소의 논문집 발행은 연간 2회 이상으로 한다. 제1호는 6월 30일, 제2호는 

12월 31일에 발행한다.

제10조(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 ①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개정할 수 있다.

②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각각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투고규

칙과 사회과학연구 심사규칙으로 제정,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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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성생물소재연구소 규정

제정 2012.10.09.

제1조(목적) 본 연구소는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기능성생물소재연구소 (이하 연구소) 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전통 천연 의약품의 자원조사와 새로운 의약품의 소재개발, 창제 및 제약기술 향

상과 학-연-산 협동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론과 그 응용 에 관한 연구 및 사업화 등을 위한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것이다.

제3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한국국제대학교 (이하 본교)내에 위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의해서 본 교 

외부에 위치 할 수도 있다.

제4조(연구소 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천연물자원 조사연구

2. 천연물 자원을 활용한 생리활성 연구

3.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의약품 개발 

4. 학-연-산 협동 연구

5. 논문집 발행 (천연물 자원의 우수성 홍보)

6. 천연약물 개발 분야 인재양성 (학사, 석사, 박사)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부서)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협력체계를 갖춘

다.

1. 연구개발부: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하부연구팀을 구성 할 수 있다.

2. 교육. 홍보 지원부

3. 사업화 지원부

4.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소 조직 하에 센터를 둘 수 있다.

제6조(임원 및 구성원) 본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 및 구성원을 둔다.

1. 연구소장 1인

2. 각부부장 3인

3. 자문위원 약간 명

4. 운영위원 약간 명

5. 연구원 약간 명

6. 사무직원 및 기자재 운용인력 약간 

제7조(임원의 임무 및 임명) ①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여 연구소 전반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기술 

분야의 본 대학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여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각부부장은 연구소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

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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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문위원의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의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연구원) ①연구소의 연구원은 전임연구원, 일반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둔다.

1.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추천 및 채용절차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2. 일반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본교 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보조연구원은 관련 학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서 

관련학과(부) 3학년 이상의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소는 연구수행 상 필요한 경우 특별연구원과 겸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특별연구원은 본교 교원이 아닌 자로 관련 기술 분야의 우수인사로 연구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2. 겸임연구원은 본교 교원이 아닌 자로 타 기관의 연구원을 겸임 연구원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할 수 있

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연구소장, 각부 부장 및 팀장 그 리고 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①연구소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연구소 운영전반에 대한 자문 을 한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소장이 위촉한다. 

제11조(재정) ①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의 지원금, 국고지원금, 사업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소는 연구 및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연구기금을 조성한다. 

③연구소의 명의로 수령한 연구비는 별도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12조(회계) 연구소의 회계처리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에 의존한다. 

제13조(서류 및 장비의 비치) 연구소는 다음의 서류 장부를 비치. 보관한다. 

1. 연구소의 규정, 임원, 연구원, 위원명부, 회의록

2. 회계장부, 증빙서류철, 예산서, 결산서

3. 기타 중요한 서류와 장부

제14조 (운영세칙) 기타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연구소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0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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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관광외식연구소 규정

제정 2010.10.09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국제대학교 부설 문화관광외식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사회변화에 대한 안목을 갖춤으로써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연구하며, 지역 외식

업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나아가 외식산업 전문 인력양성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과정 개발 및 연구하고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외식업지구로 지

정할 수 있는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연구한다. 외식사업자의 시설ㆍ서비스ㆍ품질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

해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수 외식사업자는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 및 외식산업의 지속 성장을 

유도하며 외식서비스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교육, 연구,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인류에 공헌하는 것을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한국국제대학교 (이하 본교)내에 위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의해서 본교 

외부에 위치 할 수도 있다.

제4조(연구소 사업) 본 연구소는 

1. 생산과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서비스산업연구

2. 고객, 종업원, 경영주가 하나 되어 고감도 서비스를 연출하는 사람중심의 인재(People)산 업 연구

3. 상권분석을 통한 입지에 의존하는 입지산업연구

4.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 등의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 매뉴얼 산업연구

5. 운영경험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다점포 프랜차이즈산업연구

6. 식당의 기본요소(Q.S.C.)에 분위기를 가미시켜 고객만족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판매산업 연구

7. 복합 산업(식품, 식재, 급식, 조리, 제조, 호텔, 관광, 레저, 유통, 부동산, 패션, IT산업 등) 의 최종산

물인 종합예술성첨단산업연구

제5조(조직 및 부서)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협력체계를 갖춘다.

1. 연구개발부 -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하부연구팀을 구성 할 수 있다.

2. 교육.홍보 지원부

3. 사업화 지원부

4.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소 조직 하에 센터를 둘 수 있다.

제6조(임원 및 구성원) 본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 및 구성원을 둔다.

1. 연구소장 1인

2. 각부부장 3인

3. 자문위원 약간 명

4. 운영위원 약간 명

5. 연구원 약간 명

6. 사무직원 및 기자재 운용인력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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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의 임무 및 임명) ①연구소장은 몬 연구소를 대표하여 연구소 전반엽무를 총괄하고, 관련 기술 

분야의 본 대 학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여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각부부장은 연구소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

기는 3년으로 한다. 

③자문위원의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의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연구원) ①연구소의 연구원은 전임연구원, 일반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둔다.

1.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추천 및 채용절차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2. 일반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본교 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보조연구원은 관련 학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서 

관련학과(부) 2학년 이상의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소는 연구수행 상 필요한 경우 특별연구원과 겸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특별연구원은 본교 교원이 아닌 자로 관련 기술 분야의 우수인사로 연구소장이 위촉 할 수 있다.

2. 겸임연구원은 본교 교원이 아닌 자로 타 기관의 연구원을 겸임 연구원으로 연구소장 이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연구소장, 각부 부장 및 팀장 그리고 소장이 위

촉 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

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①연구소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연구소 운영전반에 대한 자문을 한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소장이 위촉한다. 

제11조(재정) ①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의 지원금, 국고지원금, 사업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소는 연구 및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연구기금을 조성한다. 

③연구소의 명의로 수령한 연구비는 별도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12조(회계) 연구소의 회계처리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에 의존한다. 

제13조(서류 및 장비의 비치) 연구소는 다음의 서류 장부를 비치, 보관한다. 

1. 연구소의 규정, 임원, 연구원, 위원명부, 회의록

2. 회계장부, 증빙서류철, 예산서, 결산서

3. 기타 중요한 서류와 장부

제14조(운영세칙) 기타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연구 소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0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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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기술연구소 규정

제정 2003.07.25.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소 비영리 법인단체로 하며 건축기술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소는 기반연구 및 선진연구를 토대로 학문의 가치를 제고하고 산학연결연을 통하여 신사업의 

영을 창출할 뿐 아니라 학과 전공분야 학문재 연구와 산업계의 요구사항에 맞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부주소지) 본소는 본부를 경남 진주시 한국국제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건축계획 연구

㉯문화재의 보수설계

2.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분야

㉮시공사례조사 연구

㉯초고층 건설기술공법 비교연구

3. 건축재료 신소재 개볼분야

㉮신소재 개발연구

㉯건축 재료 발굴

4. 구조해석 구조설계 개발 분야

㉮초고층 건물의 구조 시스템 연구

㉯고층건물의 구조해석 및 설계

㉰초고층 건물의 사용성 및 변위 계측 평가

5. 도시계획 설계 분야

㉮역사적 시점에서 보는 도시 공간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계획 구성과 건축디자인의 유도에 관한 연구

6. 세부 연구 활동 및 사업 분야는 내부결재 득한 4항(주요 연구 활동 및 주요사업 분야)에 따름

7. 본소 사업영역은 연구개발 및 서비스업으로 하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8. 기타 본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연구원 구성 및 역할

제5조(자격 및 의결권) 본소 연구원의 자격 및 의결권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한국국제대학교 건축분야 전임강사 이상

2. 준회원 – 정회원 2/3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기타 본소 연구원에 필요할 경우 별도로 정함

4. 본소에 관한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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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원 및 연구원의 임무) ①본소를 통하여 연구 과제를 수행할 경우.구성원은 연구과제 담당자의 과제 

수행의 추진에 적극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함

②본소를 통하여 연구 과제를 수행할 경우.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비 처리 및 연구보고 서 작성 등은 

연구과제 담당 수행자(책임연구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며 추후 연구용역비 처리 영수증 사본과 연구 성과

물(연구보고서 등)을 본소에 1부씩 제출하여 보관토록 함

③본장은 임기 중 연구소 관련자 업무는 본인 책임 하에 추진하며, 본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행되는 연

구과제 수행은 연구과제 담당 책임연구원 및 공동 연구원 책임 하에 개인별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④임기가 만료 될 경우에는 임원은 차기 임원에게 본소 관련 사항을 이관하여 연구소활동 이 유지되도록 

함.

⑤기타 봉소 목적달성에 필요한 역할은 일임하며, 공동연구과제 수행하는 공동연구원이 책임을 분담하도

록 함.

제7조(징계 또는 제명) 본소 준회원 및 기타 본소에서 정하는 회원으로서 본소의 정관을 위반 하거나 본소

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정회원의 결의(정회원의 2/3이상 찬성)으로서 징

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8조(탈회) 본소 연구원 중 본소를 탈회코자 하는 자는 연구원사퇴서를 본소에 제출함으로서 탈회된다. 또

한 본인사망도 탈회로 간주한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및 직원) ①소장 1명(정 직원 중에서 맡도록 함)

②총무 1명(다만, 당사자 상호 수락 하에)

③행적직원 1명 (학과 조교가 겸직할 수 있음

제4장 임 기

제10조(임기) 소장 직에 한하여 기본 임기는 각 1년으로 정하며, 정회원 중에서 순환하여 맡도록 한다. 다

만 중복보직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11조(자산의 구성) 본소의 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에 의한 연구개발비(다만, 연구과제의 수행계획서에 따름)

2. 찬조금과 찬조한 물건

3. 소관대지 및 건물 또는 실

4. 자산에서 생긴 수익

5. 기타의 수입

제6장 정관변경과 해산

제12조(정관변경) 본소 정관은 연구원 정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여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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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해산) 본회가 해산코자 할 때에는 연구원 정회원의 3/4이상의 동의를 얻어 등록 철회에 따른 주무

관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4조(자산의 처리) 본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자산은 본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697

6. 강우문화연구소 규정

제정 2007.03.01.

개정 2008.03.01.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국제대학교 부설 강우문화연구소(江右文化硏究所, 이하 ‘본 연구 소’)라 칭한

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강우(江右)지역의 역사 및 문화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관련 연구자 간의 연구교류

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연대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강우지역의 문화, 역사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2. 연구발표, 강연회 및 강좌의 개최

3. 연구논문집 등 학술간행물 및 서적 등의 도서 발간

4. 자문 및 연구용역의 수행

5.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6. 국내 관련기관과 제휴 및 협력에 대한 참여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관련되는 사항

제4조(기구)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기획연구부

2. 자료조사부

3. 연수부

제5조(임원) ①본 연구소의 임원은 소장 1인, 각 연구부장 1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소장은 강우지역의 역사, 문화에 관련된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 소 운영위원

회가 선출한다. 

③부장은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담당분야의 연구 업 무를 총괄한

다. 

④간사는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연구소의 업무와 관련된 실무를 총 괄 한다. 

⑤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6조(연구원) ①본 연구소는 연구원 및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각 연구실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③특별연구원은 타 대학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제7조(보조연구원) ①본 연구소는 연구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보조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업무수행과 연구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본 연구소의 연구사업과 운영 및 기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운영위

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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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운영위원회는 소장, 각 연구실장, 간사로 구성되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연구소의 운영계획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소의 규정과 세칙의 제정 및 개정

 4. 연구논문집 및 조사보고서의 발간

제9조(재정) ①본 연구소의 재정은 각종 연구보조비, 연구용역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②소장은 재정의 일부를 본 연구소의 기금으로 적립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승인 을 얻어야 한

다. 

제10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학년도에 준한다. 다만 재원의 성질 상 달리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699

7.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제정 2007.03.01.

개정 2008.03.01.

2009.03.01., 2010.03.01., 2014.03.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국제대학교 부설 특수교육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고 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특수교육분야의 전문적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이론과 실천을 통한 연구와 자료개발

2. 본 대학을 통한 자폐 스펙트럼 아동지도사 자격과정 운영 

3. 특수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연수, 학술세미나 개최

4.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5. 특수 아동교육 임상경험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6. 관련 규정에 따른 교내외 연구 프로젝트 수행

7. 자폐 스펙트럼 아동지도사 임상실습

 8.특수아동을 위한 바우쳐 사업 수행.

 제2장 조 직 

제5조(기구)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연구소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소원) 본 연구소 연구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 선정한다. 

제7조(연구원, 명예소원)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인사 중 연구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

여 연구원과 명예소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원과 명예소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8조(가입) 본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분과) 본 연구소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둔다.

1.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분과에서는, 특수교육 교사연수, 특수아동 교육에 관한 학술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자격과정 운영.

2. 특수아동 치료교육 분과에서는 특수아동부모 및 특수아동에 대한 상담과 진단, 특수아동 치료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제10조(임원) 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소장: 1 명

2. 운영위원: 3명이상 15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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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위원 중 1~2명은 특수교육 치료교육 분과 치료교사로 한다. 

제11조(선임 및 임기) 본 연구소 임원의 선임과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1. 소장은 본 대학교의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운영위원은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임무) 본 연구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통괄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달성 에 필요한 중

요사항을 의결한다.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 치료교육 분과운영

제13조(연구원: 바우쳐 교사, 봉사자) ①본 연구소(치료교육 분과)의 상임연구원을 둔다.

②연구원(바우쳐 교사, 봉사자)은 본 연구소 소장이 임명한다. 

③연구원 중 바우쳐 교사는 바우쳐 실적에 의하여 봉급을 받으며, 봉사자는 봉급은 없다. 단, 외부연구비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수혜프로젝트의 내용에 준한다. 

④연구원(바우쳐 교사)의 임금은 교육생의 교육비에 한해서 지급한다. 

⑤연구원(바우쳐 교사, 봉사자) 임용 시 자격 기준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특수교육에 임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아래의 각 항에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를 

연구원으로 정한다. 

1. 4년제학사 이상의 학력자로서 관련자격 소지자

2. 2년제전문학사 이상 학력자로서 자폐 스펙트럼 아동지도사 자격증소지자

3. 2년제전문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전공자(유, 초, 중등 특수교육과, 특수체육과, 언어 치료학과 미술

치료학과, 행동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4. 본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특수체육교육과, 음악학과 3학년 이상재학생

5. 2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본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자

6. 현직종사자로서 본 연구소가 필요로 하는 자

7. 봉사자 모집은 연중으로 한다. 

제14조(특수대상자 모집 및 정원) ①특수아동의 모집은 연중으로 한다. 

②정원은 10명으로 하고 10명을 초과할 시에는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교육이 끝나는 교 육생이 있을

시 대기 순서에 의해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단, 바우쳐 대상아동은 예외)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  ①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프로그램은 맞춤형으로 한다. 

②대상아동에 적합한 봉사자를 교육시켜 멘토링을 실시한다. 

제4장 회 의

제16조(회의) ①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 총회로 하고, 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 석 소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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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7조(소집) ①정기총회는 매학기 초에 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또는 

소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의장)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9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정개정(안)

2.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  2. 사업계획의 수립  3.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재 정

제21조(경비) 본 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기부금 및 기타 본 연구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2조(교육비) 특수교육연구소의 교육비는 학교 회계에 의해 관리ㆍ집행한다. 

제23조(예ㆍ결산) 본 연구소의 연간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제24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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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사선융합기술연구소 규정

제정 2012.10.10.

제1장 명칭 및 목적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국제대학교 방사선 융합 기술 연구소(Institute of Radiation Fusion 

Technology: IRFT)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의학, 과학, 의, 공학의 융합학문으로 접근하고 있는 방사선학의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첨단 방사선 융합 기술 분야의 전문기술과 응용에 관한 연구

를 함으로써 방사선학 학문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연구소는 한국국제대학교 (이하 본교) 안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같은 사업을 한다. 

1. 방사선 관련 분야의 새로운 이론과 현상 및 산업발전에 연계된 기초연구

2. 산학연 컨소시움을 통한 연구 수탁 및 기술 개발, 자문

3. 연구기기, 문헌,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

4. 석사 및 박사과정 학위논문 연구지도

5. 학술회의, 연구발표회 개최

6. 간행물 발간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5조(조직구성원) ①본 연구소는 소장 1인과 전문분야별 연구부장을 두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총장이 임명하며, 본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연구부장은 교내외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동을 총괄 한다. 

④연구원은 소장의 위촉 하에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본교 내ㆍ외의 연구 인력으로 위촉 하 며, 산업

체 연구원을 겸임 연구 인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구조교를 둘 수 있다.

⑥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학과 등의 관련 학문 분야의 학사 이

상의 대학원생을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조직도) ①연구소는 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연구소는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4개의 연구 분야를 두며, 각 연구 분야 의 장을 연구부장

으로 위촉한다. 

1. 연구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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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과학연구부

3. 방사선공학연구부

4. 방사선의학연구부

③연구부장은 해당분야의 연구 활동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고 연구부를 대표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본 연구소는 소장 및   연구부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및 조정을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소장이 된다.

제8조(직무) ①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연구부장은 소관 연구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연구소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 업무 지원 인력을 둘 수 있으며, 행정지원인력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3장 재정 및 회계 

제9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충당한다. 

1. 본교 학술 연구 용역 사업비(교내 보조비)

2. 정부기관 및 지자체 기관의 연구 용역비

3. 외부기관의 기부금

4. 각종 지원금 및 수익금

제10조(집행승인) ①제8조에 의거 연구소의 재정의 예산서 및 결산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구소 재정 내의 집행승인은 본 조 1)항의 의거 연구소 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각 연구부에서의 집행 승인은 연구소 소장의 최종 승인 하에 집행한다. 

제11조(회계) ①본 연구소의 회계는 본교 예산에 포함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 

②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제13조(보칙) ①본 연구소의 규정 개ㆍ폐 및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

다. 

②본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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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식문화연구소 규정

제정 2012.09.20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국제대학교 부설 한식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한식을 간편하고(Casual), 문화(Culture)를 상품에 담아서, 고객기호 에 맞춘

(Customized) 진화된 조리식품으로 개발 및 상품화시킬 목적으로 중앙 및 지역사회의 산‧학‧연‧관의 유기

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지역사회의 특화사업 및 산학연관 협력사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조사, 

연구, 개발 및 산업화 등을 위한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것이다. 

제3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교)내에 위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의해 본 교 외

부에 위치할 수도 있다.

제4조(연구소 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한식을 간편하고(Casual), 문화(Culture)를 상품에 담아서, 고객기호에 맞춘(Customized) 진화된 조리

식품으로 개발 및 상품화시킴으로써 한식의 세계화에 선도적 역할 담당

2. 한식 고유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간편하고 고객 취향에 부응하는 세계적 명품 한식 개발· 보급·확산

3. 지역 전통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약선 조리식품의 개발 및 상품화 촉진

4. 사찰음식 및 교방음식 등 연관 한식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견인

5. 한식세계화 대학생 홍보기획단 운영 등 한식세계화 관련 인력 양성 및 보급

6. 한식문화관련 분야 학사, 석사, 박사 양성

제5조(조직 및 부서)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협력체계를 갖춘다.

1. 연구개발부-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하부 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다

2. 교육문화지원부

3. 산업화지원부

4.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소 조직 하에 센터를 둘 수 있다.

제6조(임원 및 구성원) 본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 및 구성원을 둔다. 

1. 연구소장 1인

2. 각부부장 3인

3. 자문위원 약간 명

4. 운영위원 약간 명

5. 연구원 약간 명

6. 사무직원 및 기자재 운용 인력 약간 명

제7조(임원의 임무 및 임명) ①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여 연구소 전반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기술 

분야의 본 대학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각부부장은 연구소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

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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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문위원의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운영위원의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연구원) ①연구소의 연구원은 전임연구원, 일반연구원, 보조연구원을 둔다.

1.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추천 및 채용절차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2. 일반연구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본교 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연구보조원은 관련학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관련

학과(부) 3학년 이상의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소는 연구 수행 상 필요한 경우 특별연구원과 겸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겸임연구원은 본교 교원이 아닌 자로 타 기관의 연구원을 겸임 연구 인력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2. 특별연구원은 본교 교원이 아닌 자로 관련 기술 분야의 우수인사로 연구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연구소장, 각부 부장 및 팀장 그 리고 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 결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①연구소는 자문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연구소 운영전반에 대한 자문을 한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제11조(재정) ①연구소의 재정은 본 대학의 지원금, 국고 지원금, 사업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소는 연구 및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연구기금을 조성한다.

③연구소의 명의로 수령한 연구비는 별도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12조(회계) 연구소의 회계처리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3조(서류 및 장비의 비치) 연구소는 다음의 서류 장부를 비치ㆍ보관한다.

1. 연구소의 규정, 임원, 연구원, 위원명부, 회의록

2. 회계장부, 증빙서류철, 예산서, 결산서

3. 기타 중요한 서류와 장부

제14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소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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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방재기술연구센터 규정

제정 2005.06.11.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국제대학교 방재기술 연구센터(이하 "방재연"이라 한다)라 명칭 한다. 

제2조(소재지) 방재연은 한국국제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방재연은 소방방재 안전기술 전문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방재연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소방방재분야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

2. 소방방재 관련기술자 재교육 및 위탁교육

3. 시설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원에 관한 연구

4. 선진기술의 도입, 연구 및 보급

5. 기술정보의 체계적 수집, 관리 및 보급

6. 기술 공법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

7. 한국과학재단 및 학술 진흥재단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

8. 소방방재 관련연구에 관하여 위탁받은 사업

9.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결과물 보급

10. 본 대학 관련학과 교육개발 지원 

11. 연구 자료의 간행, 연구발표회, 심포지엄 및 워크숍의 개최

12.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5조(부서) 센터에는 소방방재세부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팀을 두어 운영한다.

1. 제1연구팀 – 연구개발  2. 제2연구팀-교육훈련  3. 제3연구팀-기술지원  4. 제4연구팀-행정지원

제6조(임원) 센터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명 2. 연구위원: 10명 이내  3. 간사: 1명  4. 운영위원: 10명 이내

제7조(임원의 임무, 임명 및 임기) ①센터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

장하며 연구원인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운영위원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고임기는 3년으

로 한다. 

③간사는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제반행정사무를 집행하며 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위촉하고 임기

는 3년으로 한다. 

④자문위원은 본 대학과 소방방재관련 산학결연을 맺은 업체에 근무하며, 센터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자

로서, 센터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연구원) 연구원은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객원 연구원, 연구조교 및 사무원으로 구성한다. 

1. 전임연구원은 연구업무에 종사하며 본 대학 전임교수 및 겸임교수와 교외인사 중 상임 정규직을 갖지 

아니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센터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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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원 연구원은 본 대학의 겸임교원 또는 산업체 종사자 중에서 운영위원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

의를 얻어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연구보조원은 조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운영위원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을 얻어 센터

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4. 연구조교와 사무원은 연구소의 제반 사무에 종사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 또는 본 대학관련 부처와 협

의하여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9조(총회) ①연구센터 소칙의 개정, 예산, 결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원으로 

구성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②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 한다.

③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연구센터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 인사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장, 운영위원 및 간사로 구성하고 센터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

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논문집, 기술보고서) ①연구센터는 년 1회 이상 논문집 또는 기술보고서를 발간한다. 

 ②논문 및 각종 기술보고의 게재는 소정의 심사를 거친 연구원의 논문 및 기술보고에 한하 며, 제반사항

은 본 대학의 논문 및 기술보고서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12조(연구발표회) ①연구센터는 년 1회 이상 연구원의 연구발표회를 갖는다. 

 ②센터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인사에게도 연구발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3조(재정) 연구센터의 재정은 학내∙외의 찬조, 보조 및 연구 수탁금으로 충당한다. 연구 간접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비용에 따라 연구소 소속연구원이 외부로부터 수탁한 학술 연구 용역비 중에서 일정율의 

연구 간접경비를 원천 공제하며, 연구소 운영을 위한 연구비의 일정비율을 공제한다. 

제14조(해산 후의 재산귀속) 연구센터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5조(보고) 센터장은 매 학년도에 연구계획과 실적을 학장에게 보고한다.

1. 외부 기관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연구, 기술지도 및 자문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연구소가 주관하는 세미나, 강습회 등 중요 행사

3. 매 학년도 연구계획과 실적

4. 연구소 임원 및 소원의 위ㆍ해촉 사항

5. 기타 중요 정책결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06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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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규정

제정 2003.03.02.

개정 2008.04.19.

제1조(명칭) 본 센터는 한국국제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이하“센터”라한다)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사회의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

된 종합적인 조사, 연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센터는 한국국제대학교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지원 사업 지원

2.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사업 지원

3. 산학 협력실 지원 사업 지원

4. 가공 및 기능성 식품의 연구개발 지원

5. 지역산업 육성 관련 연구개발 지원

6. 디자인 개발ㆍ개선 지원

7. 최적 유통체계 구축 지원

8. 수출 촉진체계 구축 지원

9. 경영지원 및 전략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10. 산업체 인사의 교육 및 연구 지원

11. 정부 및 산업체로부터의 위탁 용역화

12. 본 센터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 및 부서) 센터에 연구개발분과, 창업지원분과, 지역협력분과 및 직업교육분과를 두며 각분과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분과는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학술적 연구

2. 창업지원분과는 창업에 관한 기술지도 및 지원

3. 지역협력분과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업무 지원

4. 직업교육분과는 지역산업 육성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6조(임원) 본 센터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 사무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1. 센터장 1인

2. 간사 1인

3. 분과 부장 약간 명

4. 자문위원 약간 명

제7조(임원의 임명) ①센터장은 본 대학 식품관련분야의 교원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②분과 부장은 본 대학 교원으로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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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제8조(임원의 임무) ①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간사는 센터장을 보좌하며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③분과 부장은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연구위원) ①본 센터의 연구위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본교 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고 외부연구원

은 분과 부장의 제청으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②센터장이 연구수행 상 필요한 경우 특별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센터장이 되며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12조(재정) ①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의 지원금, 국고 지원금, 사업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센터는 연구 및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으로서 연구기금을 조성한다.

③센터의 명의로 수령한 연구비는 별도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④전항의 연구비를 수령한 관계자는 연구비수령액의 10%를 센터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회계) 센터의 회계처리는 본 대학의 산학 협력단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4조(서류 및 장비의 비치) 센터는 다음의 서류 장부를 비치ㆍ보관한다.

1. 센터의 규정, 임원, 연구원, 위원명부, 회의록

2. 회계장부, 증빙서류철, 예산서, 결산서

3. 기타 중요한 서류와 장부

제15조(행사 및 사업보고) ①센터가 주관하는 주요행사는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

②센터장은 회계연도 초에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사업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며 승인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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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디자인센터 규정

제정 2004.03.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대학교 부설 산업디자인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직무) 이 센터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무적인 연구와 그 보급을 권장한다. 

제3조(위치) 이 센터의 사무소는 한국국제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이 센터는 제2조의 직무를 달성하기 위아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디자인 전반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연구

2. 기업디자인 용역 자문

3. 학술 강연회, 교수 세미나, 연구 발표회 등의 개최

4. 센터 논문집 및 각종 간행물의 발간

5.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센터 임원) ①부설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둔다.

②부설센터의 센터장은 본 대학 전임교원인 자로서 학장이 임명 한다. 

③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다.

④센터장은 부설센터를 대표하며 해당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부설센터 내에는 간사등 기타 임원을 술 수 있으며, 임원의 구성과 선출방법은 부설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원의 자격) 연구원에는 정연구원과 준 연구원이 있으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연구원의 자격) 정연구원은 한국국제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로 한다. 

2. (준 연구원의 자격) 준 연구원은 본 센터의 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의 제청에 의 해 학장이 

임명한다. 

제8조(자문위원회) 본 센터의 보다 발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줄 수 있다.

1. (구성) 자문위원회는 센터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하의 위원 으 로 구성하

며, 본 센터장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자문위원)

㉮센터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가능한 영향력이 있는 인사

㉯명망과 학식을 갖춘 인사 

㉰센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3. (소집) 자문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역할과 기능

㉮센터의 제반 정책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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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안의 설정과 자문

제9조(운영위원회) 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구성) 운영위원외는 센터장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2. (소집) 연구위원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구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센터장이 

소집한다. 

3.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 관련되는 제반 시행세칙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센터논문집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4.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직원) 이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조교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재정) 이 센터의 제반 경비는 각종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이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조

달 지급한다. 

제12조(인건비) ①임원의 인건비는 지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장의 보직 수장은 학장이 지급

할 수 있다.

②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의 인건비는 지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 구비를 수혜한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에게는 부설센터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상임연구원의 인건비는 부설센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설센터별 운영규정에 의거 센터 장이 지급한

다. 

④부설센터의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과제에 따라 별도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부설센터의 조교 및 사무직원의 인건비는 센터 예산에 따라 센터장이 지급한다. 

제13조(회계연도) 이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4조(보직) 이 규정에 명시되진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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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경영연구소 규정

제정 2012.10.08.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국제대학교 부설 지역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지역과 관련된 지역계획 및 개발, 지역교육 및 연구, 지역홍보 및 마케팅, 커뮤니

티 비즈니스 등에 관한 연구, 학술, 자문 및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연구 및 컨설팅

2. 연구 간행물 발간

3. 정부 및 지자체의 연구용역 수행

4. 연구발표회, 교육 및 강좌 개최

5. 국내 관련기관과 제휴 및 협력에 대한 참여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관련되는 사항

제4조(기구)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소장

2. 운영위원회

3. 자문위원회

4. 4개 부(지역계획 및 개발부, 지역교육 및 연구부, 지역홍보 및 마케팅부, 커뮤니티 비즈니스부)

제5조(임원) ①본 연구소는 소장 1인, 연구부장 각 1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소장은 경영 및 지역개발 분야에 관련된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담당분야의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④간사는 소장이 임명하고 연구소의 업무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한다. 

 ⑤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위원 및 연구원) ①본 연구소는 연구위원 및 연구원과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본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각 부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③연구원 및 특별연구원은 타 대학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제7조(보조연구원) ①본 연구소는 연구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보조연구원은 본 연구소의 업무수행과 연구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본 연구소의 연구사업과 운영 및 기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소장, 각 부장으로 구성되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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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연구소의 운영계획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소의 규정과 세칙의 제정 및 개정

제9조(재정) ①본 연구소의 재정은 각종 연구보조비, 연구용역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②소장은 재정의 일부를 본 연구소의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학년도에 준한다. 다만, 재원의 성질상 달리할 수 있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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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학생생활

1. 학생준칙

2.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3. 장학규정

4. 홍보게시물 관리 규정

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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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학생생활

1. 학생준칙

제정 2003.03.02.

개정 2004.03.02.

2006.09.01., 2009.09.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학생준칙(이하“준칙”이라 한다)은 본교의 건학정신을 구현하고 성실, 창의, 봉사의 교훈아래 건

전한 학풍의 조성을 위하여 학생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및 근거) 이 준칙은 학칙에 근거를 두며 본교 학생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2장 학생증

제3조(교부) 입학 수속을 마친 학생은 소정의 기한 내 학생증을 교부받아 야 한다. 

 제4조(휴대의무) ①학생은 교내ㆍ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교 교직원으로부터 요

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 시험, 도서관 열람실의 출입을 불허하며 기타 학생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5조(대여 금지) 학생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없다.

제6조(재발급) ①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학생과에 신고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②학생증의 재발급 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7조(생활) 학생은 교내ㆍ외 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내ㆍ외를 막론하고 대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실정법 위반행위

3.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행위

4. 조직이나 단체를 임의로 구성하는 행위

5. (삭제 2006. 09. 01)

6. 불법 시설물 설치 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불법 점거, 임의사용, 임의대여 행위

7. 학교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8. 확성기, 악기 및 고성방가 등으로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9. 특별히 허가된 행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 음주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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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내에서 행하는 판매 및 영리행위

11. 학우 간에 폭력, 폭행 등으로 상해를 가하는 행위

12.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13.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14.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하거나 상용하는 행위

 제8조(교내활동시간) 교내 학생활동 시간은 학교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08: 00 ∼ 23:00까지

로 한다. 

제4장 학생단체의 등록과 운영

제9조(학생단체의 정의) 학생단체란 본교 총학생회 부서 산하에 소속되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단체 및 동아

리를 총칭한다. 

제10조(등록요건) 학생단체를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칙 및 학생준칙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20인 이상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정규회원을 가져야 하며, 회원 분포는 3개 학부(과)이상이어야 한다. 

3. 설립목적과 활동 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설립목적이 기존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11조(등록절차) ①학생단체를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 학년 초 

지정된 기간 내에 학생과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학생단체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2. 회칙 또는 규정 1부

3. 임원 및 회원명단 1부

4. 연간 사업ㆍ활동계획서 1부

5. 비품보유현황 1부

②학생단체의 존속기간은 1년간으로 하며, 매년 지정된 기간 내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재등록하여야 한

다. 

③재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단체는 자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승인) 제11조에 의한 등록 신청을 마친 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학처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학생단체로 인정한다. 

 제13조(지도교수) ①학생단체는 자율적으로 지도교수를 추대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

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위촉한다. 

②지도교수는 소속단체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 ①학생단체의 운영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단체 활동의 재정지원을 보조할 수 있다.

③단체 활동의 재정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 학교 또는 사회적 공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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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교를 대표한 전국규모 행사 참여 여부

3. 과거 2년간의 행사실적 및 행사계획의 건전성

4. 기타 타 단체의 귀감이 되는 단체행사로 판단될 경우

 제15조(단체의 활동) ①등록된 단체는 학교행사, 총학생회 주최 행사 및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단체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학생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모든 단체활동 및 행사는 집회ㆍ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④집회ㆍ행사에 필요한 게시물, 현수막, 프로그램 등의 유인물의 제작은 초안을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사전

지도와 교학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제작 인쇄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⑤정기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 시 까지는 모든 단체의 행사 및 집회는 불허한다. 

 제16조(단체의 해산) ①등록된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

의 등록을 취소하고 해산할 수 있다.

1. 학칙 및 학생준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본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을 경우

3. 수업 및 학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내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1년간 단체 활동이 부진하거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②제11조(등록절차)를 위반하거나, 제16조(단체의 해산)에 해당될 경우, 단체의 단체실을 사용중지 또는 폐

쇄조치 한다. 

제5장 집회ㆍ행사, 게시, 인쇄물 배포

제17조(집회ㆍ행사) 교내ㆍ외를 막론하고 본교 학생 및 학생단체의 집회ㆍ행사는 학교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하여야 한다. 

제18조(집회ㆍ행사 허가) 학생단체의 집회ㆍ행사시 사전에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과

에 집회ㆍ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제19조(집회ㆍ행사 허가원 제출 기일) ①학생단체의 집회ㆍ행사 허가원은 행사 7일 이전에 학생과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타 학교 또는 단체와의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집회ㆍ행사허가원 및 행사내용 설명서, 참가 

학교(단체) 동의서, 홍보물 등을 학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게시물 허가) ①모든 게시물(현수막, 각종 공고, 광고, 전단)은 교학처장의 허가와 검인을 필한 후 

게시하여야 한다. 

②외부 단체의 게시물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술, 예술, 체육에 관한 행사 및 취업ㆍ진학 홍보 등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게시물의 경우는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게시물 보호 및 책임) ①허가된 게시물을 고의로 철거 및 훼손하였을 경우 학생상벌규정에 의해 처

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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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은 지체 없이 회수 또는 철거한다. 

③허가 설치된 게시물은 설치자가 게시 기간 종료(행사 종료)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제22조(인쇄물 제작 및 배포) 학생 개인 및 단체 명의로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인쇄물의 

초안 등을 학생과에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 

제6장 운동경기 참가

제23조(참가 승인) 학생은 대내ㆍ외 운동경기에 단체로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경기 참가의 제한) 학생은 국제운동경기 및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험기간 중 대

외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제25조(경기 출전의 제한) 학생은 총장의 허가 없이 교외단체의 운동선수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제26조(단체 응원) 학생 및 학생단체가 운동경기의 단체응원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7조(준용) 본 준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03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04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0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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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정 2003.03.02.

개정 2009.09.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대학교(이하“본교”라 칭한다)학칙 제15장에 의한 학생상벌에 관한 세부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교 재학생의 상벌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제3조(기록) 포상 및 징계를 행하였을 때에는 상벌대장 및 해당 학생의 학적부에 그 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

다. 

제4조(공개) 포상과 징계는 공고로써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

개로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포 상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학업우수상, 공로상, 모범상 및 특별상으로 구분한다. 

제6조(포상의 기준) 포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우수상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성적이 최우수한 자

㉯재학 중 학업성적이 전교 및 학부(과)에서 최우수한 자

2. 공로상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기거나 명예를 드높인 자

㉯건전한 사상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높은 자

㉰문화, 예술 및 체육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3. 모범상 - 교내ㆍ외에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4. 특별상 - 기타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포상의 발의)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교학처장 또는 소속 학부(과)장은 다

음 서류를 갖추어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1. 표창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제8조(추천 및 선발) ①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은 이를 심사하여 선정한다. 

단, 학업우수상 및 특별상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발할 수 있다

②징계 처분을 받은 자 및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9조(포상의 시기) 포상의 시기는 입학식, 학위수여식에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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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에 맞춰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징계

제1절 통칙

제10조(징계 구분 및 기간)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퇴학)으로 구분한다. 단, 징계사

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처리 할 수 있다.근신은 3일 이상 7일 이내, 유기정학은 7일 이상 14일 이내, 

무기정학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징계대상)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신에 처한다. 

1. 언행 및 태도가 심히 불량하여 여러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 교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한 자

3. 학교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제거한 자

4. 허가 없이 인쇄물, 간행물, 광고 또는 공고문을 게시하거나 배포ㆍ발간한 자

5. 교내에서 무단으로 기숙한 자

6. 교직원의 지도에 불응하고 불손한 행동을 한 자.

7. 기타 이에 준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자.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한다. 

1. 제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하거나 그 행위가 중한 자.

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3. 학교시설물이나 비품을 고의로 파괴ㆍ훼손하거나 허가 없이 반출한 자.

4. 개인 또는 집단 폭행하거나 폭행을 교사한 자.

5. 교내에서 도박 및 금품을 훔치는 행위를 한 자.

6. 공적인 행사 및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7.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단행위를 한 자.

8. 교내ㆍ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한다. 

1. 제②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하거나 그 행위가 중한 자.

2.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감독관에게 불손행위 및 시험지를 파기한 자.

3. 대리시험을 의뢰한 자 및 응시한 자.

4. 교내ㆍ외에서 허가 받지 않은 불온 인쇄물을 제작ㆍ유포한 자.

5. 고의로 수업을 방해한 자.

6. 학교시설 및 교구를 고의로 파손한 자.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에 처한다. 

1. 제③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하거나 그 행위가 중한 자.

2. 수업 및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교직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허가받지 않은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

4. 폭행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집단 폭행을 한 자.

5. 고의로 학교시설 및 비품을 파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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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자.

7. 국기 및 법령을 위반한 자.

8. 기타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⑤전항 각 호의 행위 중학교의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한다. 

제12조(징계의 적용) 징계의 적용은 행위의 정황, 동기, 평소의 언행, 학업태도 및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적

용한다. 

제2절 징계절차

제13조(징계의결요구) ①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징계의결요

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01.)

②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학처장은 제1항의 서

류를 제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09.01.)

제14조(징계의결요구의 신청)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징계의결요구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6.09.01.)

제15조(출석통지) ①교학처장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출석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징계대학생에게 송부

하여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학생이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2회의 출석통지를 받

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대상학생의 출석 없이 징계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6.09.01.)

②징계대학생의 주소 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통지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출석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이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난날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09.01.)

제16조(심의) ①학생지도위원회는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성실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06.09.01.)

②학생지도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대상학생을 출석시켜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그 진술을 들어야 하며, 징계대상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학생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출석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6.09.01.)

③징계대상학생은 교직원, 학생 또는 친족 중에서 2명이내의 변론인을 선임하여 변론인선임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학생지도위원회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변론인은 징계대상학생과 학생지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개정2006.09.01.)

④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한 자는 학생지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

출할 수 있다.(개정 2006.09.01.)

⑤학생지도위원회 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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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척 및 기피) ①징계대상학생의 소속학부(과)장 및 징계대상학생이나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위원은 그 징계사건에 관한 학생지도위원회 심의와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개정 

2006.09.01.)

②징계대상학생 및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한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기피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지도위원회는 지체 없이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의결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6.09.01.)

제18조(징계의결 기한) ①학생지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의결로 15일이내의 범위에서 

의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09.01.)

②징계사유가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유보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기간은 제1항의 의결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9.01.)

제19조(징계의결) ①학생지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여

부 및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의결한다. (신설 2006.09.01.)

②학생지도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대상학생의 성행, 반성의 의사 유무, 기타 정상을 참작하

여야 한다. (신설 2006.09.01.)

③학생지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의결 후 즉시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징계의결서(별지 제7호 석식)를 작성하여 하여야 한다. (신설 2006.09.01.)

제20조(징계의결의 통고) ①교학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가 징계의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징계의 결서의 사

본을 징계대상학생과 소속학부(과)장, 소속학장 및 징계의결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09.01.)

②징계대상학생이 징계의결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 의결서 사

본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그 송부를 갈음할 수 있다.이 경우 공고한 날부터 5일이 지난날

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6.09.01.)

제21조(징계처분) ①징계대상학생 및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와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한 자가 징계 의결서 사

본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학처장은 지체 없이 총장에게 징계의

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품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6.09.01.)

②징계처분의 품의를 받은 교학처장은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징계 

대학생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징계대학생의 소속학장, 소속학부(과)장 및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은 징계대학생의 정상을 참작하여 학생지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처분을 감할 

수 있다.(신설 2006.09.01.)

제22조(징계의 해제)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자가 반성의 빛이 뚜렷할 경우, 해당학부(과)장은 교학처장에게 

징계해제를 요청하고 교학처장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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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심절차

제23조(재심청구) ①징계대상학생,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한 자가 학생지도위원회

에 징계에 관한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수령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학생지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6.09.01.)

②재심의 청구는 재심청구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09.01.)

제24조(재심청구의 취하) ①재심을 청구한 자는 학생지도위원회가 재심에 관한 의결을 하기 전까지 재심청

구취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신설 2006.09.01.)

②재심을 청구한자가 재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 교학처장은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품의 하여야 한

다. (신설 2006.09.01.)

제25조(출석통지) ①학생지도위원회는 재심을 청구한 자와 재심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6.09.01.)

②재심을 청구한 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그 회의의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학생지도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신설 2006.09.01.)

제26조(재심 의결) ①학생지도위원회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에 관한 의결을 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의결로 15일이내의 범위에서 의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6.09.01.)

②학생지도위원회 간사는 재심의결 후 즉시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재심의결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한다. (신설 2006.09.01.)

제27조(징계처분) ①교학처장은 재심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총장에게 그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품

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6.09.01.)

②징계처분의 품의를 받은 교학처장은 지체 없이 징계 처분서를 작성하여 재심을 청구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징계대상학생, 징계대상학생의 소속학장, 학부(과)장 및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신설 2006.09.01.)

③징계대상학생 및 재심을 청구한 자가 징계처분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 처분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그 송부를 갈음할 수 있다.이 경우 공고한 날부터 5일

이 지난날에 징계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6.09.01.)

④총장은 재심 의결된 징계처분을 감경하지 못한다. (신설 2006.09.01.)

제4장 보 칙

 제28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06.09.01.)

 제29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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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3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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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
사항

성명 소속  학부(과) 학년

주소 학번

징계
사유

징계
신청인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인)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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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징계 의결요구 신청서

인적
사항

성명 소속  학부(과) 학년

주소 학번

징계
의결
요구
신청
사유

징계
신청인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학생지도위원회위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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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출석통지서

인적
사항

성명 소속  학부(과) 학년

주소 학번

출석일시  년 월 일시 분

출석장소

기타

학생상벌규정 제15조 제1호에 의거 상기와 같이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학생지도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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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출석포기서

인적
사항

성명 소속  학부(과) 학년

주소 학번

출석일시  년 월 일시 분

출석장소

출석포기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출석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포기인:        (인)

 학생지도위원회위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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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변론인선임서

피변론인
인적사항

성명 소속  학부(과) 학년

주소 학번

변론인
인적사항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호에 의거 변론인 선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임자:        (인)

 학생지도위원회위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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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기피신청서

징계대상인적
사항

성명 소속  학부(과) 학년

주소 학번

기피
신청
사유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7조제2호에 의거 위와 같이 사유로 기피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임자     (인) 

학생지도위원회위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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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징계의결서

징계대상인적사
항

성명 소속  학부(과) 학년

주소 학번

의결
주문

사유

 년 월 일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 교학처장     (인) 

기획예산처장     (인) 사범대학장     (인)

학생부처장     (인) 사회과학대학장     (인)

 관광대학장     (인)

보건자연과학대     (인)

공과대학장     (인)

예체능대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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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징계처분서

성명 소속  학부(과) 학년

주문

사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징계처분 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한국국제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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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재심청구서

인적
사항

성명 소속  학부(과) 학년

주소 학번

재심
청구
사유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학생지도위원회위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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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재심청구취하서

인적
사항

성명 소속  학부(과) 학년

주소 학번

재심
청구
사유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학생지도위원회위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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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재심의결서

징계대상
인적사항

성명 소속  학부(과) 학년

주소 학번

의결
주문

사유

 년    월   일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 교학처장     (인) 

기획예산처장     (인) 사범대학장         (인)

학생부처장       (인) 사회과학대학장     (인)

 관광대학장        (인)

보건자연과학대     (인)

공과대학장         (인)

예체능대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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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학 규정

제정 2003.03.02.

개정 2004.04.01.

2005.03.02., 2006.06.01., 2007.03.02., 2008.01.02., 2009.09.01., 2009.11.01., 2010.03.10., 

2013.03.15. 2014.01.02., 2014.08.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생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의 합리적이

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각 장학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수혜 대상자 및 본

교에서 학비 감면(면제)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학단체"라 함은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설립된 장학법인 및 장학단체, 본 대학교 내에 설치된 장학

회, 기업체에 설치된 장학회 및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 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각 장학단체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유를 제외하고

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무관장) 본 대학교의 장학업무는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관장 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제5조(설치와 구성)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위

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은 각 부처 처장으로 한다. 

2.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제반업무는 학생처에서 관장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학제도 개선 및 장학금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 기준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장학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기타 장학에 관련한 중요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

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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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장학생 선발

제9조(선발대상)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신입생으로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3. 가계곤란 한 자

4.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 자녀

5. 예ㆍ체능 특기자로 기량이 우수한 자

6.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많은 자

7. 학내 각 부서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8. 한국국제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과 본 대학 학교법인 법인사무국 직원 직계자녀

9. 국가 또는 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 되는 자

10. 장애등급 1ㆍ2급인 자

11. 외국인, 재외국민, 결혼 이민자

12. 직계가족이 본교에 2인 이상 재학 중 인자

13. 국가고시(5급-행정, 외무, 기술) 및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자

14. 학업성공 포인트 적립 자

15. 편입학생

1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성적기준)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시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성적(교무처 석차 연명부)으로 한다. 

제11조(장학생 선발 및 수혜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해당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4학년 및 해외현장학습자는 10학점)미만인 자

3. 직전학기의 성적이 70/100 미만인 자

4. 국제장학, 정시모집 전체수석, 수시모집 전체수석 등, 4년간 등록금 전액 감면 대상자는 매학기 성적

이 90/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성적 미달 시 당해학기 장학금 지급이 중지되며, 3회 미달 시 장학

생 자격을 영구 상실한다. 

5. 동일학년 동일학기에 동일 종류의 장학금을 수혜한 자

6.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미 신청자

7. 성적우수 장학생의 경우 해외 인턴십 학생, 국내 또는 해외교류학생

8. 학과 또는 전공이 불일치하는 자

제12조(장학생 자격상실) 본 대학교 장학생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일로부터 장학생 자격을 상

실한다. 

1. 제적 또는 미등록자

2.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학업성적이나 태도가 불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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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장학금 지급

제13조(지급 방법)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매학기 등록금 수납 시 감면 조치하여 수

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등록기간 이후에 장학금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개인별 은행계좌 또는 장학금지급증서에 의거 지급한다. 

제14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고, 등록학기를 기준으로 8개 학기

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지급유효기간) 장학금의 지급유효기간은 당해 학기 내로 한다. 

제16조(중복지급제한) 본 대학교에서 관장하는 장학금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등록금 총액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근로 장학금, 봉사 장학금, 학업성공 포인트 장학금, 학비보조금(교재비), 대여 장학금, 특별장학금 및 

군 장기 복무지원에 의하여 지급되는 각종 사관후보생 장학금

2. 장학단체 및 장학금 기탁자가 장학금 수혜자를 지정하는 외부장학금

3. 한가족장학금은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08.01.)

제17조(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 본 규정 제9조 각호에 의거 선발되는 장학금의 종류와 금액은 장학금 지급

에 관한 세칙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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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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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게시물관리 규정

제정 2014.01.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내 홍보게시물을 일정한 장소에 규격에 맞추어 게시함으로써 깨끗한 환경과 쾌적

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①"홍보게시물"이란 학내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내·외에 부착하는 현수막 및 

인쇄물과 이에 준하는 광고물(이하 "인쇄물"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장소"란 한국국제대학교(이하"학교"라 한다)에서 시설한 현수막 설치대, 학내 진입로 가드 레일, 및 옥

내· 외 인쇄물 게시판을 말한다.

 ③"규격"이란 현수막 설치대 및 인쇄물 게시판내의 크기를 말한다.

제3조(홍보게시물 부착) 홍보게시물은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게시물의 규격 및 부착기준) 홍보게시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은 설치대에 맞게 가로5m×세로0.9m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학내에 2매 이내로 부착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인쇄물 은 행사의 규모에 

따라 허가 시 수량을 정한다.

2. 인쇄물은 A0, A1, A2, A3, A4 규격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게시물 게시 허가) ①홍보게시물은 학교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대학·학과 홍보에 한정하여 부착 

할 수 있다. 다만, 허가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학교에 홍보게시물을 부착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에 따라 해당 허가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불허한다. 

1. 홍보게시물이 미관·환경 및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현수막 설치대 및 인쇄물 게시 대에 가용 여백이 없을 경우 

3. 홍보게시물이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③허가기관이 홍보게시물 부착을 허가한 때에는 [ 별표 3] 에 따른 "허가 필" 인을 홍보게시물 우측 하단

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학내 및 공공건물 홍보게시물의 허가기관은 학생처로 하고, 학과 및 부속기관의 인쇄물 게시판은 해당학

과 및 부속기관에 위임한다. 

제6조(게시기간 및 철거) ①홍보게시물 게시기간은 당해 행사 1주일 전부터 행사 종료일로 한다.

②기타 단순한 안내 홍보게시물은 1주일 이내로 한다.

③게시기간이 경과한 홍보게시물은 게시 자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7조(임의 철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리기관 및 대학본부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1. "허가 필" 인을 날인 받지 아니한 홍보게시물 

2. 지정된 장소 이외에 부착된 홍보게시물 

3. 기간이 경과한 홍보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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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